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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 함께 거주하는 학부모/법적 후견인 

 2021-2022 학사년 

재정적 어려움 또는 손실     예   아니오         신규      갱신 

              

학생의 성씨 이름 생년월일    학교         2021-2022 학사년도의 학년 

해당되는 경우, 모든 형제자매 및 그들의 출석 학교를 기재하십시요: 

            _________ 
형제자매의 성씨 이름 생년월일    학교         2021-2022 학사년도의 학년 
 
              
형제자매의 성씨 이름 생년월일    학교         2021-2022 학사년도의 학년 

 

 

 

 

 

 

 

 

본 서류는 상기 학생(들) 및 부모가 하기 인과 동거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부모/학생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                  학부모/학생이 동거하고 있는 사람의 서명                    관계   
 
    
소유주/매니저의 서명                                             소유주/매니저의  주소                                            전화번호 

필요한 확인 서류 
• 확인된 주거인 명의의 최근 공공요금 청구서 원본 2가지 

• 학부모 및 확인된 주거인 양자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 증명서*(운전 면허증 또는 ID) 

• 학부모의 이전 주소로부터의 공공 서비스 계정 폐쇄 청구서 

• 주거 증명 한 가지: 월페어 양식/수표, 수표책, 크레딧 카드 청구서, 잡지 또는 기타 우편물 

본인(들)은 상기 주소가 상기 학생(들) 및 부모의 유일한 거주지임을 보증하며 본인(들)은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적절한 학교 

배치를 위해 학교에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학생이 제적될 것임을 이해합니다. 본인(들)은 또한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직원이 상기 거주 주소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데 동의합니다. “거주지”란 지속적으로 거처하는 곳을 말하며, 일하고 있는 동안 

또는 기타 특별하거나 일시적인 목적 만을 위해 사는 곳을 말하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본인(들)은 위증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상기 모든 정보가 사실이며 본인(들)이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지역 내의 거주인임을 서약합니다. 이른 아침 거주 확인이 

주기적으로 실시될 것이며 정보 위조의 결과는 즉시 학교로부터 학생의 퇴출임을 알려드립니다. 

                                                       
학부모/후견인 서명   학부모/후견인 서명                                           날짜 

 

STUDENT WELLNESS SERVICES 
Dr. Ilin Magran 

 

  

학부모/후견인의 성씨                     이름        

  

학부모/후견인의 현 주소                      

  

집 전화 #            직장 전화 #             휴대 전화 # 

  
학부모/후견인의 이전 주소 및 전화번호 

 

  

학부모/후견인의 성씨                     이름        

  

학부모/후견인의 현 주소                      

  

집 전화 #            직장 전화 #             휴대 전화 # 

  

학부모/후견인의 이전 주소 및 전화번호 

— FOR DISTRICT USE ONLY (교육구 사용란) — 
 

Residency Verification Home Visit(s) Dates:   
  
  

 
 Verified      Unverified     Cancelled     Fraud 

 

School Informed by:         D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