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ENDALE UNIFIED SCHOOL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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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E OF
STUDENT SUPPORT SERVICES

학교 전학 서식 (2022-2023)
이름:

학생 ID:

생년월일:

22-23 학사년 학년:

출석 학교:

전학가는 학교:

전학 사유 (퍼밋/마그넷/플랙/주소 변경…)

아이와 함께 사는 사람:부모/후견인 #1:
부모/후견인 이름 :
주소:
주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아이와 함께 사는 사람 :부모/후견인 2:
부모/후견인 이름:
주소:
주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부/모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학생과 함께 살지 않는 부/모에 대한 다음 정보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이름:

□아버지

□어머니

□기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귀하의 자녀는 현재 개별 프로그램(IEP)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귀하의 자녀는 504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아니오

이 학생에 대한 서류철에 어떤 법적 서류(접근금지 명령, 양육권 명령, 법정 피보호자 등)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학교에서 가정으로의 의사소통에 선호하는 언어: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후견인 서명

날짜

주소 변경으로 인한 이전인 경우, 거주지의 증거 서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학부모 연결(Parent Connect)에서 귀 자녀의 비상 연락처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개정: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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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정원 한도 서한 (과도기 유치원-6 학년)
글렌데일 통합교육구(GUSD)는 귀하와 귀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교육구 및 학교 등록 예측에 따르면,
우리 학교는 2022-2023 학사년도에 정원에 도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들은 연중 내내 개별 학년에서 정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것을 “Capping”(정원 한도)라고 합니다. GUSD 교육위원회 정책
5115 에 따라, 학교의 한 학년에서 정원 한도가 발생하고 신입생이 해당 학년에 등록을 시도하는 경우, 신입생은 자리가 있는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내의 다른 학교에 배치될 것입니다.
과도기 유치원에 입학하는 학생:
1.

과도기 유치원은 교육구 전역의 많은 학교에서 제공되지만 모든 학교에서 제공되지는 않는다. 귀 자녀는 거주지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과도기 유치원에 등록될 것이다. 학생 대 교사의 비율은 유치원 클래스의 비율을 반영한다. 학교들은 연중
내내 과도기 유치원의 정원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것을 “Capping”(정원 한도)라고 한다. 과도기 유치원에 정원 한도가
발생하고 신입생이 등록을 시도할 경우, 그 신입생은 자리가 있는 다른 과도기 유치원에 배정될 것이다.

2.

지정된 학교 중 한 곳의 과도기 유치원에 출석하는 학생들은 유치원을 위해 자신의 거주지 학교로 복귀할 것이다.

유치원-6 학년에 입학하는 학생:
1.

학생은 학생 지원 서비스 부서에 의해 자리가 있는 가장 가까운 학교로 재배치될 것이며, 재배치된 모든 학생들은 다음

학사년에 자신의 거주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2. 학생 지원 서비스는 재배치된 학생들에게 자리가 생기면 주거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지만 그러한
학생들은 수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배치된 학교에서 학사년을 끝마치도록 권장될 수 있습니다. 5 월 1 일 이후에 재배치된
학생들은 다음 학사년이 시작될 때까지 자신의 거주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다.
3. 교장 및 학생 지원 서비스는 거주지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우선 순위에 따른 대기자 명단을 유지하고
학사년 동안 빈자리가 생길 경우, 학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통고해야 한다.
4. 정원 한도로 재배치된 학생은 재배치된 학교에 남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
**특수 교육을 받는 학생만 교통 편의에 대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GUSD 는 홈 스쿨/학년 수용력 한도로 인해 재배치된
학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학생 이름:

학년:

본인은 본인 아이의 등록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또한 본인의 아이가 등록 정원 한도로 인해 이 학교에 등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교가 현 학사년에 대한 본인 아이의 등록 현황에 대해 가능한 조속히 본인에게 통고해 줄 것이며 그 다음
본인의 아이는 자리가 있는 가장 가까운 학교로 재배정될 것임을 이해합니다.

학부모/법적 후견인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