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시 구비해야하는 서류
Rochester Community Schools
등록 시간
월요일 - 금요일 8:00am – 4:30pm
다음의 서류들은 등록할 때 학부모/보호자 가 반드시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른 서류들은 접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출생증명서와 면역예방주사 기록은 반드시 영어로 작성되어야합니다. 원본이 영어로 작성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번역을 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

학생의 출생증명서 원본 – 주법에서 요구하는 서류

•

학부모/보호자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

주거지 증명서 – 아래에 표기된 서류들만 접수됩니다. Rochester Community Schools 는 등록시
제출된 주거지 증명서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확인 과정으로 인해 등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o

오래된 거주인: 집을 소유한 경우: 가장 최근의 재산세 고지서 그리고 최근 유틸리티 청구서.
리스/렌트 경우: 렌트 계약서, 그리고 최근 유틸리티 청구서. 거주인 전부의 이름이 리스/렌트
계약서에 적혀있어야합니다.

o

새 거주인: 집 계약서(closing papers) (이 계약이 육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또는, 구입
계약서, 또는 새 리스/렌트 계약서

o

집주인과 함께 사는 경우: 집을 소유한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현재 재산세
고지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작성한
편지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o

렌트/리스를 한 거주인과 함께 사는 경우: 렌트나 리스를 한 거주인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
거주인의 현재 리스/렌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이 그
계약서에 있어야합니다. 또한, 그 거주인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작성한
편지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그 거주인의 이름이 적힌 최근 유틸리티 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o

보호자 자격: 오직 부모와 법적 보호인만이 자녀를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등록할 때
순회법원(Circuit Court)에서 내어주는 법적 보호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학생이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조부모는 그 학생의 조부모임을 증명하기위해서 학생 부모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최근 면역예방주사 기록
o 시력검사 기록 (유치원생일 경우에만 해당됨)

•

이전 학교의 이름과 주소.

•

학생이 현재 특별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가장 최근의 개인 교육 계획서(Individual Education Plan,
IEP)를 제출하십시오.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이혼 계약서에 자녀에 관한 특정 조약이 있으면, 관련된 법적 서류를 Rochester
Community Schools 에 제출하는 것이 이후 자녀의 안전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