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등록에 관한 정보(REGISTRATION INFORMATION)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이하 GCPS)에서는 학군(cluster)이라고 불리는 지리적 경계에 의해 학생들의 학교가
결정됩니다. 각 학군 내에는 3-6개의 초등학교와 1-2개의 중학교, 그리고 하나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군
경계 내에 그어진 선에 의해 학생이 학군의 어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다니게 될 지가 결정됩니다. 자녀가
어느 학교에 다니게 될지 알고 싶으시면 GCPS 계획국(Planning Department)으로 (678) 301-7085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신입생 등록은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일년 내내 주중에 한해 가능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해당 학교에 전화하시어 약속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지아 주법에 의해 처음으로 조지아 공립학교의 킨더가든과 1학년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은 킨더가든의 경우
9월 1일 전에 5세가 되어야 하고 1학년의 경우 9월 1일 전에 6세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조지아 공립학교의 킨더가든 학생들은 킨더가든 재학 중에 1학년으로 진급할 준비가 되었는 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받습니다. 사립 킨더가든을 마치고 1학년에 입학하려는 학생 또는 다른 주에서
킨더가든을 마치고 1학년에 입학하려는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해당 학교에 전화하시어 등록 및 평가에 대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학교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출생일을 증명할 공식 서류(An official document showing proof of birth date). (킨더가든과 1학년
등록에만 필요함.) 예를 들어 출생 증명서(birth certificate)나 출생 등록서(birth registration)원본, 또는
출생일이 기재된 주 정부/연방 정부 공식 서류.

•

성적 증명서/징계 기록(Academic transcript/Discipline record). (7-12학년만 해당됨.) 7-12학년의 전학
학생은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다니던 학교로 부터의 성적 증명서와 징계기록 증명 사본을 새로운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자녀가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등록하려는 학교로 모든 서류를
송부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 전년도 시력, 청력, 치과 검사 증명(Evidence of vision, hearing, and dental exams). 이러한 정보는
보건국 과 조지아 의사와 치과 의사가 조지아 서식 #3300에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최근 12개월 안에
작성되고 조지아주 서식에 첨부된 해당 의료 전문인의 서신과 타 주의 증명서도 인정합니다. 본 검사는
조지아 보건국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지아 서식으로 정보를 이전하는데 있어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조지아주 예방 접종 증명서Georgia Certificate of Immunization). 다른 주나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경우를 포함해 조지아주의 학교에 처음으로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조지아주 서식 #3231 (조지아주 예방 접종 증명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지아주 서식
#3231은 조지아 면허를 소지한 의사와 보건국 담당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예방 접종 기록을
조지아 의사나 보건국에 가져가시면 담당자가 조지아주 서식을 작성할 것입니다. 조지아 서식으로
바꾸는데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셔야 할 것입니다. 추가의 예방접종이 필요할 경우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요구하는 예방접종으로는 B형 간염, DPT(디프테리아, 백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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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상풍 백신), 소아마비, HIB(B형 유행성 인플루엔자 백신), 두 차례의 MMR(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과
수두 백신/질병 증명입니다. 서식 #3231은 “등교에 필요한 접종을 마침” 또는 “다음 접종일”중 해당되는
항에 표시된 것이어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지아 주법에 의해 자녀를 학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예방접종 서식 또는 예방접종 면제서(신체상 또는 종교적 이유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가 다닐
학교에 면제서를 요청하십시오.
•

해당 학교 구역에 거주함을 증명하는 서류(Proof of residency in the attendance zone). 예를 들어
확정된 주택 매매 계약서(non-contingent sales contract), 임대 계약서(lease), 또는 주택 등기 권리증(deed)과
같은 서류가 이에 해당됩니다. 임대 계약서나 주택 등기 권리증의 경우 같은 주소가 기재된 적어도 하나의
(수도, 전기, 가스등) 유틸리티 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불확정 계약서(contingency contract)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귀하가 만일 다른 사람(친구나 친척 등)의 집에서 살고 있어서 거주지 입증에
관한 서류가 필요하시면 등록하실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

양육권자/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Proof of custody/guardianship). 자녀를 학교에 등록하는 사람이
친부모가 아닌 경우 법적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귀넷 카운티 검인
재판소(Gwinnett County Probate Court), 전화번호 (770) 822-8265로 전화하십시오..

•

자녀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조지아 주법은 자녀의 학교 등록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물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학생을 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님께서는 면제 서류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A photo ID). 학교측에서 학생을 등록하려는 성인에게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Gwinnett County Public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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