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FFICE USE ONLY(사무실 사용란) 
School :                                                                ID: 

 

Welcome Center Appointment Date/Time*: 

Counselor/Interviewer’s Name: 

ELD Specialist Appointment Date: 

FLAG Program                           Yes                                 No 

 

Primary Language(of student, based on HLS): 

Home Language(for School-to-Home Communication): 

Documentation Faxed to Welcome Center*: 

School  Entry Date:                                                      Grade Level: 

Immunization Approval:                                              Date: 

타자기 또는 펜을 사용하여 정자로 기재하십시요.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과도기  유치원 -12학년 ) 등록  양식  2014-2015 

자녀는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어느  학교에 다닌 적이 있습니까?(정규  학사년  또는  여름학교)                                               ¢  아니오               ¢예  

예인 경우, 마지막으로 다닌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학교 이름:                                                                                                                     학년 

자녀는  미국에서  학교에  다닌  적이  있습니까?(과도기  유치원-12학년)?               ¢  아니오       ¢예      예인  경우 , 첫  등교일  

자녀는  캘리포니아에서  학교에  다닌  적이  있습니까?(과도기  유치원-12학년)?  ¢  아니오       ¢예      예인  경우 , 첫  등교일  

학생의  법적  이름(법정  출생  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   가족  정보를  방출하지  마십시요 . 
 
 
                         성씨                                                      첫 이름                                              중간 이름                                                               별명  
 
생년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남            ¢여                  출생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월            일            년                                                                                                                  시                                  주                          국가       

집 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휴대 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집 주소:  
                                             번지수 및 거리                                                               아파트 번호                                   시                                  우편번호                         

학생의  민족 /인종  (질문  1 및  2에  답하고 , 해당될  경우에만  질문  3에  답하십시요) 

1. 자녀의  민족은  무엇입니까?  하나에만  체크하시오                                                                                                                ¢ 라틴계          ¢ 비라틴계                       

2. 자녀의  인종은  무엇입니까?  다음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택하여야 합니다. 
    (해당되는 모든 것에 체크하십시요) 
   �  100 아메리카  인디언  또는  알라스카  원주민      � 300 하와이  원주민  또는  태평양  원주민  
             부족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북, 남 또는                                        
            중앙 아메리카 인디안 포함                                                              ☐301  하와이인 

                                                              ☐302  괌인 
   ☐ 200 아시아인                                                                                       ☐303  사모아인 
        ☐201 중국인                            ☐206 라오스인                                   ☐304  타히티인 
        ☐202 일본인                            ☐207캄보디아인                               ☐399기타 태평양 제도인 
        ☐203 한국인                            ☐208흐몽인                      ☐  400 필리핀인  
        ☐204 베트남인                        ☐299 기타 아시아인         ☐  600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205 인도인                                                                         ☐  700 백인  
    

3. 추가  정보 : 해당되는 것에만 체크하십시요. 
 
     ☐  아르메니아인            ☐  남미인 
 
     ☐  유럽인                        ☐  중미인 
 
     ☐  중동인                        ☐  큐바인 
 
     ☐  북아프리카인            ☐  멕시코인 
 
                                             ☐  푸에토리코인 
 
 
   
  

가족  정보(아동은  상기  주소에서  누구와  동거하고  있습니까?): 
학생의  동거인 : 부모 /제 1 후견인      관계  
 

              * 성씨 (*공식 신분증에 기재된 대로)                                       *첫 이름                                                 *  중간이름 

직장 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휴대 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생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의  동거인 : 부모 /제 2 후견인      관계  
 

              * 성씨 (*공식 신분증에 기재된 대로)                                       *첫 이름                                                 *  중간이름 

직장 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휴대 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생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께서는 자녀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사친회 명부에 올리길 원하십니까? (초등학교만 해당)                                             ¢  아니오               ¢예                                  

 
 



아동의 부모가 함께 살고 있지 않을 경우, 다음 정보를 제공하십시요(하나에 체크)                        ¢ 아버지            ¢어머니            ¢기타 

이름:                                                                                        전화번호:                                                                  전화 유형:  

주소:                                                                                         시/주/우편번호:  
� 상기 부/모는 아동 결석 시 보고 및/또는 예약 등을 위해 학교로부터 아동을 픽업할 수 있나?                                   ¢ 아니오         ¢ 예      
� 법원 서류(접근 금지령, 양육권, 법정 보호 등)가 있나?                                                                                                    ¢ 아니오         ¢ 예      
           (예인 경우, 학교가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 인장이 찍힌 법원  명령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어떤 서류도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기인은       

             아동에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   

� 양육 합의서가 있는 경우, 부모/법적 후견인은 학교에 합의서 사본을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가 없을 경우 ,                 
상기 부/모/법적 후견인은 아동에 대해 완전하고 동등한 양육/교육권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 /모의  교육  수준:                     ¢ 부/모          ¢ 후견인 
하나에 체크: 

¢ 10 대학원/석사후 과정            ¢ 13 고교 졸업 

¢ 11 대학 졸업                             ¢ 14 고교 중퇴 

¢ 12 대학 중퇴                             ¢ 15 정보 제공 거부 

부 /모의  교육  수준:                     ¢ 부/모          ¢ 후견인 
하나에 체크: 

¢ 10 대학원/석사후 과정            ¢ 13 고교 졸업 

¢ 11 대학 졸업                             ¢ 14 고교 중퇴 

¢ 12 대학 중퇴                             ¢ 15 정보 제공 거부  

비상시  연락  번호 (부모/후견인이 연락되지 않을 경우,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2명의  주간  전화번호를 추가 제공하십시요): 

1.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동과의 관계__________________________ 

   집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휴대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동과의 관계__________________________ 

   집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휴대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녔던  최종  학교 :      ¢ 공립       ¢ 사립                                          당신은 현재 어떤 학교 기록을 갖고 있습니까?         ¢ 아니오    ¢ 예 
(공립인 경우, 유아원도 포함) 
최종 학교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년:___________  전화 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팩스 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지수 및 거리                                               시                                    주                           우편번호 또는 국가 

다녔던 날짜:  입학일______________________ 퇴교일______________________  다녔던 기타 학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자녀는 현재 타 교육구로부터 퇴학  명령을 받은 상태인가(교육법  제  48915.1b조)?                                                          ¢ 아니오    ¢ 예   
2. 자녀는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받았나?                                                                                                               ¢ 아니오    ¢ 예 
   예인 경우, 프로그램 이름은?    �RSP     �SDC     � Speech only      �기타:______________ 현재 IEP가 있나?           ¢ 아니오    ¢ 예    
3. 자녀는 504 계획안에 들어있나?                                                                                                                                               ¢ 아니오    ¢ 예  
4. 자녀는 영어학습자로 판별된 적이 있는가?                                                                                                                            ¢ 아니오    ¢ 예                   
                                                    
가족  중  18세  미만의  다른  자녀에  대한  정보: 
이름(성씨, 첫이름, 중간이름)                                                                                                                                                                                                                         글렌데일  
                                                                                                                                       생년월일                        성별:                    학교에 등록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남      ¢ 여           ¢ 아니오    ¢ 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남      ¢ 여           ¢ 아니오    ¢ 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남      ¢ 여           ¢ 아니오    ¢ 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남      ¢ 여           ¢ 아니오    ¢ 예 
제공된 정보는 제가 아는 한 사실입니다. 
 
부모 /후견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_____ 

OFFICE USE ONLY (사무실 사용란)                                 DOCUMENT VERIFICATION 
Adress:                                                                             Birth                                                                                 Residency Exceptions:                                                                  
1. (    )  So. Cal. Edison                                                     1. (    ) Birth Certificate #_________________                1. (    ) Involuntary Transfer 
2. (    )  City of Glendale                                                   2. (    ) Hospital Certificate                                                2. (    ) Suspended/Expulsion 
3. (    )  Phone Company(No Cell Phone Bills)                3. (    ) Affidavit                                                                 3. (    ) Inter District Permit 
4. (    )  Gas Company                                                      4. (    ) Immigration Document                                          4. (    ) Employment Related Transfer 
5. (    )  Escrow Papers                                                     5. (    ) Baptismal Certification                                          5. (    ) Intra District Permit  
6. (    )  Rental Agreement                                                6. (    ) Physician’s Certification                                       6. (    ) Choice Permit 
7. (    )  Other :__________________                              7. (    ) Undocumented                                                      7. (    ) Capping 
                                                                                                                                                                                    8. (    ) Caregiver 
     (    ) Home Language Survey                                                                                                                              9. (    ) Parent Living with Another Party(PLWAP) 
     (    ) Welcome Center Appointment Scheduled    Date Completed________________________                 10. (    ) Exchange Student(J-1 Visa) 
     (    ) Intake Interview                                                                                                                                         11. (    ) Homeless Shelter 
     (    ) PACE Form                                                      Approved by _________________________                  12. (    ) Homeless – Living in a Hotel/Motel 
 
                   개정 01/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