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223 North Jackson St., Glendale, California  91206-4380 
Telephone: 818-241-3111, Ext. 283 • Fax: 818-547-0213 

 
 
 

*  신규                                  교육구 내 전학 허가 요청서                           *  갱신  
정자로 기재하십시요.                                                학사년 2015-201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의 성씨                            첫 이름                                       중간 이름           생년월일                              2015-2016 의 학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아파트 #                               시                        우편번호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거주지 학교                                                                                   전학 요청 학교   

 

1. 귀하의 자녀는 현재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을 갖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2.  귀하의 자녀는 504 플랜에 들어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귀 자녀가 받는 서비스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허가 요청 사유: (이면의 구비서류 참조) 

*   1. 적응 문제 (Adj)                                                             접수  서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학업                                   *  출석                                 *  품행                                   *  사회성  

*   2.    이사 계획 (AM) –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접수  서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3.    교육구 취업 (DE)                                                            접수  서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4.    앞서 다니던 학교 (PA)                                                     접수  서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5.    사적으로 마련한 탁아 (CC) – 유치원-8 학년만 해당(부모 모두 취업한 상태여야  하며 탁아 제공자는 요청한 학교 지역 내에 거주해야 함) 

*   6.   정원 초과로 인해 배정된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길 원함(AC) (교육위원회 방침 5115) 

*   7.    형제자매 (Sib)                                                           접수  서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8.   특별 교과과정 (S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후견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정 03/2015 

가족 정보 :  학생과 동거하고 있는 보호인   *  아버지     * 어머니      *  의붓 아버지     *   의붓 어머니     *  기타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제 1 후견인                                                                                부모/제 2 후견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집 주소                                                                                             집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전화      *집          *직장        *휴대     이-메일                               전화      *집          *직장        *휴대     이-메일                                                                                          
                                                    
형제자매(들)(18 세 및 그 이하)  (각각의 형제자매에 대해 별도의 신청서를 기재하여 주십시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2015-2016 년도의 학년                이름                                                 2015-2016 년도의 학년   

- FOR DISTRICT USE ONLY – 

            Action Taken:                                                 Student I.D.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 

  *   Approved           * Denied    If denied, reas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지원  서비스부  
 

학부모 및 학생 동의  : 본인은 만족스러운 품행 및 출석이 요구됨을 이해합니다. 학교 행정관 의견에 학생의 품행 및 출석이 수용할만한 

수준에 미달인 경우, 학생은 학부모 거주지 학교로 되돌려 보내질 것입니다. 특별 교과과정 허가는 학생이 출석, 품행 및 성적에서 최소한의 

요건들을 충족시킬 것이 요구됩니다. 허위 주소가 발견되는 경우 등록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은 즉시 종료됩니다. 등록생수가 최대 

학급 정원수를  초과할 경우, 허가는 학사년 동안 어느 때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정보가 사실이며 완전함을 보증하며 비상사태, 훈육 문제 및 학부모 면담을 위해 필요 시 학교인사를 만나볼 수 있음을 보증합니다. 

본인은 또한 이 허가는 그것이 발부된 학사년 동안에만 유효함을 이해합니다.  

 



 
학부모 구비서류 

 

1.   적응 문제: 

       �  거주지 학교에서의 구체적 상황 및 시도된 모든 선택사항들에 대한 거주지 학교 행정관으로부터의 서한 및/또는 학부모 

 진술서  

       �     학생의 출석 기록 및 최근 성적표 

      

2.  이사 계획: 

      �     입주일이 기재된 에스크로 서류 또는 임차 계약서 

       �     입주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공공 서비스 (계정 개설 또는 폐쇄) 청구서 2 가지  

       �     최근 성적표 

     

3.  교육구 취업:  

      �     인사과에 의한 확인 

       �     최근 성적표 

 

4.  앞서 다니던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최종 학년생들에게만 해당) 

     �      공공 서비스 계정 폐쇄/개설 청구서 2 가지 및 입주일이 기재된  임차 계약서 또는 에스크로 서류 

       �      초등학생인 경우 최근 성적표 

       �      중등학생인 경우 성적 증명서, 출석 및 훈육 기록 또는 성적표 

 

5.  사적으로 마련한 탁아: (유치원-8 학년만 해당) 

     �      학부모 양쪽의 고용주 인사과로부터의 고용 확인서 또는 사업 면허증(자영업인 경우)  

      �      탁아 제공자의 공공요금 청구서 1 가지  

      �      초등학교생인 경우 최근 성적표, 

      �      중등학생인 경우 성적 증명서, 출석 및 훈육 기록 또는 성적표 

     

6.   정원 초과로 배정된 학교에 남아 있겠다는 요청:(교육위원회 방침 5115) 

 

7,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출생 증명서 

       �      학교 등록 확인을 위해 형제자매의 최근 성적표 

        

8.   특별 교과과정 정보 

       �      특별 교과과정 허가는 학생이 출석, 품행 및 성적의 최소한의 요건 달성을 요구한다. 

 ¢ 크레센타 밸리 고등학교 

  n __________________ 의학 및 과학 아카데미 

  n __________________ 예비장교 훈련단(ROTC) 

 ¢ 글렌데일 고등학교 

  n __________________ 엔지니어링,  제조 및 건축 아카데미 

  n __________________ 미용술, 비지니스 및 산업 아카데미 

 ¢ 후버 고등학교 

  n __________________PSA(공공 안전 아카데미) 

       -      신청생수가 빈 자릿수를 초과할 경우, 학사년 후에 생길 빈자리를 위해 신청서 접수 순에 따라 대기자 명단이 작성된다. 

       -      대기자 명단은 학사년 시작 3 주 후 만료된다. 

 

교육구 내 전학 허가 관련 교육위원회 방침 

허위 주소가 발견되는 경우, 학생은 등록 학교에 남아 있을 학생의 자격은 즉시 취소된다. (AR 5116.1 A. 2d) 

 

�   교육구 내 전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거주지역 학교 내에 거주하는 신입생이 등록할 경우, 마지막으로 들어온 학생 순으로                                                          

 제명된다는 원칙 하에 퇴출된다.(BP 5115B. 5) 
 
 
Translated by: GUSD, Intercultural Office            SSS: Intra-District Permit Request Form 
Koren  4/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