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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등록요건  

학부모/법적 후견인은 신입 학생 등록 시, 교육구의 출석 경계선 내에 거주지를 설정(구축)해야 하며 요구되는 모든 예방 

접종 기록 및 학교 서류들을 제공하고 교육구의 등록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A. 거주  요건  확인을  위해  수용되는  서류 :  
• 최신  공공요금  청구서  원본  두  (2) 가지   학부모/법적 후견인의 명의로 된 공공요금 청구서 (글렌데일 시, 

남가주 에디슨 전기회사, 전화(유선전화만 해당), 남가주 가스 회사, 케이블 또는 기타 공공 서비스 회사)  또는  
• 에스크로  서류와  공공요금  청구서  한  (1) 가지   입주 일자를 보여주는 에스크로 서류와 입주 후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공공 서비스 계정  오픈  청구서 한 (1) 가지 (글렌데일 시, 남가주 에디슨 전기회사, 전화 

(유선전화만 인정), 남가주 가스 회사, 케이블 또는 기타 공공 서비스 회사)  또는  
• 임대  계약서와  공공요금  청구서  한  (1) 가지  (글렌데일 시, 남가주 에디슨 전기회사, 전화 (유선전화만 

해당), 남가주 가스 회사, 케이블 또는 기타 공공 서비스 회사) 
 
주의 : 서비스  확인  서한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로부터  얻을  수  있지만  그  달  안에  실제  청구서를  

후속으로  제출해야  하며 , 학교에  의해  확인이  실시된다 .  

 
B. 나이  및  법적  이름의  증명  확인을  위해  수용되는  서류 : - 모든 학교 서류들에는 학생의 법적 이름이 

 사용되어야 한다.  

1. 출생증명서  

2. 여권  

3. 세례 증명서 또는 병원의 공식 출생기록(의사의 서명이 있는 기록) 

4. 외국인 체재증(영주권 카드) 

5. 시민권   

6. 학교 기록 (글렌데일 지역의 다른 학교로부터 전학하는 경우에만 해당) 

C.  비상시  연락정보 : - 법에 따라 비상시 연락정보가 요구된다(교육법 49408 조).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정 서류들을 

 제공한다.    

 �     학부모는 부모/후견인이 연락이 안될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적어도 2 명의 주간                   

  전화번호를 학교에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D. 타인과  함께  거주하는  학부모 :  이 양식은 학부모와 학생이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학부모가 자신의 

 명의로 된 공공요금 청구서가 없는 경우에만  필요로 한다.  다음 확인 서류들이 요구된다. 

 1.    확인된 거주자의 명의로 된 최근 공공요금 청구서 원본 두 가지.  

 2.    학부모 및  확인된 거주자 모두 현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운전면허 또는 신분증). 

 3.    학부모의 이전 거주지의 공공 서비스 계정 폐쇄 요금 청구서. 

 4.    다음과 같은 거주지 증명 한 가지: 웰페어 양식/수표, 수표책, 신용카드 청구서, 잡지 또는 기타 다른 유형의        

  우편물 

 
E. 보호자  허가서 : 이 양식은 학생이 친인척과 거주 시에만 필요하며 수속을 위해 행정센타 학생지원 

 서비스부에 신고한다.  
 
F. 특수교육  참여 : -  해당 시, 등록을 위해 개별 교육안(IEP)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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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보건  요건 :  면역 예방접종: 캘리포니아 법은 18 세 이하의 아동이 캘리포니아 주의 공립이나 사립 탁아시설 또는 

 (초등 또는 중고등) 학교에 입학되기 전, 학부모/법적 후견인(보건 및 안전법 120325-120375 및 가주 규정법 

 6000-6075 항)에 의해 면역 예방접종 기록을 임직원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의사 또는 

 진료소에 의해 부모에게 주어진 아동의 개인 예방접종 기록이나 캘리포니아 학교 면역 예방접종 기록(CSIR 

 Card)도 인정된다.   

 개인  면역 예방접종 기록에는 다음의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한다: 

  -  이름 및 생년월일에 의한 학생 신원 확인 

  -   요구되는 각 백신 접종 날짜 

  -  접종받은 백신의 종류 표기 

  -  백신을 투여한 의사 또는 기관의 이름 포함 

Ø 과도기  유치원  및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동들은  다음의  백신  접종의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1. 소아마비 (OPV 또는 IPV) – 어느 나이에서든 4 회 접종. 그러나 아동이 4 세 또는 4 세 생일 후에 한 번 

접종을 받았다면  3 회도 요구조건을 충족시킨다.   

2.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PT/DT) –어느 나이에서든 5 회 접종. 그러나 아동이 4 세 또는 4 세 생일 

후에 한 번을 맞았다면 4 회 접종도 요구조건을 충족시킨다. 

3. MMR(홍역, 이하선염, 풍진) – 한 살 또는 그 이후에 2 회 접종 

4. B 형 간염 – 어느 나이에서든 3 회 접종  

5. 수두 – 어느 나이에서든 1 회 접종   

§ 건강  검진  (CHDPP): 건강 검진은 주 법(건강 및 안전법 §124085)에 의해 1 학년에 요구된다. 이 건강 검진은 

과도기 유치원 및 유치원 시기에 권고되지만 1 학년이 되기 18 개월 이전에 받은 것은 안된다.  

§ 치과  검진 : 주 법 (교육법 §49452.8)은 학생이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첫 해에 치과 검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검진은 유면허 또는 등록된 치과 보건 전문인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검진 증명은 매년 5 월 

31 일이 마감일이다. 본 검진은 과도기 유치원 또는 유치원 입학 전 12 개월 이내에 받은 것일 수도 있다. 

 주의 : 귀하가  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 501 North Glendale Avenue, Glendale CA 91206, (818) 500-5672에  위치한  

 글렌데일  보건소(Glendale Community Health Center)에서 17세  및  그  이하의  아동들은  무료로  면역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다 .  

 
H. 학교  기록  및  학년  배치 :  
 1.  모든 학생들의 마지막 성적표. 일단 등록을 하면, 학교는  이전 학교에 공식 기록의 사본을 요청할 것이다.  

 2.    학생은 나이에 해당한 학년에 배정된다. 학교 기록을 기초로 학년 조정을 요청하는 학부모는 “학년 배치              

  요청서(Grade Placement Request)”를 작성해야 하며 학교와 교육구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3.    어떤 학생도 1 년 이상 더 올리거나 낮춰 배치되지 않는다.   

 4.    학교 기록이 가용하지 않는 경우, 학생은 나이에 따라 배치된다.  

 

I.   학교  등록  패키지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J.  가정  언어  설문조사  –모든 신규 등록자들에 의해 완료되어야 한다. 이전에 가주 공립학교에 등록한 적이 있는  

  경우,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