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TRITO ESCOLAR UNIFICADO DE GLENDALE
223 North Jackson St., Glendale California 91206-4380
Teléfono (818) 241-3111 Ext. 1283 ● Fax (818) 547-0213

SERVICIOS DE APOYO AL
ESTUDIANTE

FORMULARIO DE TRANSFERENCIA ESCOLAR (2021–2022)
Nomb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ID del Estudiante:_________Fecha de Nacimiento:_____________
Transferencia de:___________________________Transferencia a: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azón para la transferencia (permiso/Magnet/FLAG/cambio de dirección…):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l estudiante vive con: padre/madre/tutor legal #1
Nombre del padre/madre/tutor lega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omicilio: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úmero de teléfono principal:_________________Dirección de Emai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l estudiante vive con: padre/madre/tutor legal #2
Nombre del padre/madre/tutor lega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omicilio: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úmero de teléfono principal:_________________Dirección de Emai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 los padres no viven juntos, por favor proporcione la siguiente información sobre el padre/madre que
no vive con el estudiante:
Nomb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dre  Madre  Otro:__________
Domicili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úmero de teléfono:_________________________Dirección de Emai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u estudiante tiene un Programa de Educación Individualizada (IEP) actual?  SÍ  NO
¿Está su estudiante en un Plan 504? )?  SÍ  NO
¿Hay algunos documentos legales en el archivo del estudiante (Órdenes de Restricción, Orden de Custodia,
Tutela del Tribunal, etc.)?  SÍ  NO
Idioma que prefiere para la comunicación entre la escuela y la casa: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irma del padre/madre/tutor legal

__________________________
Fecha

Si se muda, debe proporcionar una prueba de residencia debido al cambio de domicilio.
Por favor, no olvide actualizar los contactos de emergencia de su estudiante en el Parent Connect.

Updated: 11/2020

GLENDALE UNIFIED SCHOOL DISTRICT

Student Support Services
Hagop Eulmessekian, Director

223 North Jackson St., Glendale, California 91206-4380
Telephone: 818-241-3111, Ext. 1283 • Fax: 818-547-0213

내용: 초등학교 정원 초과 서한 (유치원-6 학년)
학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께,
글렌데일 통합교육구(GUSD)는 귀하와 귀 자녀(들)을 초등학교에 환영합니다. 교육구 및 학교 등록 예측에 따르면,
우리 학교는 2021-2022 학사년도에 유치원부터 6 학년까지 정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들은 연중 내내 개별 학년에서 수용 한계에 도달할 수도 있으며, 이는 “Capping”(정원 초과)라 불리웁니다. GUSD
교육위원회 방침 5115 에 따라, 학교의 한 학년에 정원이 채워지고 신입생이 그 해당 학년에 등록을 시도하는 경우,
그 신입생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내에서 자리가 있는 다른 학교에 배치될 것입니다.
1.

학생은 학생 지원 서비스 부서에 의해 자리가 있는 가장 가까운 학교로 재배치되며, 재배치된 모든 학생들은 다음
학사년에 자신의 거주지 학교로 돌아갈 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2.

학생 지원 서비스 부서는 재배치된 학생들의 수업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배치된 학교에서 학사년을 끝마치도록
권장하지만 그들의 거주지 학교에 자리가 나면 다시 돌아갈 기회를 제공한다. 5 월 1 일 이후에 재배치된 학생들은
다음 학사년이 시작될 때까지 자신의 거주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다.

3.

교장 및 학생 지원 서비스 부서는 거주지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우선 순위에 따른 대기자 명단을
유지하고 학사년 동안 빈자리가 생길 경우, 학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통고한다.

4.

정원 초과로 인해 재배치된 학생은 재배치된 학교에 남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초등학교 교장
아동의 이름

학년

본인은 본인 아이의 등록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또한 등록 한계로 인해 본인 아이가 이 학교에
남아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교가 현 학사년에 있어 본인 아이의 등록 상태에 관해 가능한 한 조속히 저에게
통고해 줄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 다음 본인 아이는 자리가 있는 가장 가까운 학교에 재배정될 것입니다.

학부모/법적 후견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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