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코니카운티학교
등록 학교_____________
학기
______________

학생 정보/등록 양식
교사

인구 통계
학생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이름

로커# _________
______________

학년_______

남

중간 이름

여

(동그라미치세요.)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___________________ 가_____ 우편번호___________
자택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_____________________ 가_____ 우편번호__________
이전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_____________________ 가_____ 우편번호__________

아버지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버지의 날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버지직장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버지자택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버지휴대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버지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머니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머니의 날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머니직장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머니자택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머니휴대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머니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회 보장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______________________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사회보장번호를 기재하는 데 반대하는 부모/보호자는 학생 신분 확인을 위한 사회보장번호 사용을 거부하는 서류에 서명하여 기재 의무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향후
HOPE 장학금/보조금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생이양친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예____ 아니오____
“아니오”일 경우학생은 누구와살고있습니까? ____________
이사람이 학생의법적보호자입니까? ___________________

관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증거 서류가요구될 수있습니다.)

*자녀는 등록자(성인)와 함께 거주하여야 합니다.

민족– 학생은 히스패닉/라티노입니까?

예_____

형제
나이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니오_____

(인종을 기재해야 합니다.)

인종(해당되는항목은모두표시하십시오.)
____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____ 아메리카인디언/
____ 하와이원주민/기타
알래스카원주민
태평양원주민
____ 아시아인
____ 백인

부모/보호자알림
학생의교통이용에 대한 특별한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자세히설명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상 연락/의료
비상 상황이발생할 경우 어버지나 어머니에게연락해도됩니까? 예____ 아니오____ (“아니오”일 경우설명하십시오..) 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나보호자에게 연락할수 없을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아래에 연락처가 기재된사람에게 학생을 하교시키고학생의 보호와이동을
담당할수 있는 권한을부여합니다.
연락처(성/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성/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성/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종류) 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종류) 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종류) __________________

관계_________
관계_________
관계_________

의사_____________________ 전화_____________
알레르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료 알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질병/부상이발생할 경우 학교는OCS 정책과 절차에따라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할경우오코니 카운티의료응급구조(911)에
연락하여 즉시 응급 치료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응급 차량과 의료서비스비용은 부모/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자녀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예_____
아니오_____
보험이없고자격이 있을 경우 피치 케어에대한정보를 받아 보시겠습니까?

예_____ 아니오_____

군인
부모나보호자가주방위군또는예비군을포함하여미군의 현역으로 복무 중입니까? 예_____ 아니오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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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으로 이어짐)

교통AM
등교:
자동차 _____
버스

월 화 수 목 금
노선# ________

_____

교통PM
하교: 자동차 _____

월 화 수 목 금

버스 _____
주간보육 _____

노선# ________
주간보육이름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_________________

고등학생일경우학생이차를운전하고 다닙니까?

예_____

아니오_____

주차공간# ____________

날씨또는기타비상상황시일찍수업을마칠수있습니다. 전화를 걸거나받기가 어려울경우가있기때문에 학교는 통신수단에만 의존할수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한상황이발생할 경우자녀의귀가방법을아래에 기재하십시오.
_____ 정기버스로 귀가
_____ 버스로 다른집으로귀가: 이름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 주간보육(YMCA, YWCO, & OCPRD는보통문을닫습니다..)
_____ 자동차 이용
_____ 기타(자세히 설명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세부현황
출생지(도시)
출생지(주)
출생지(국가)
미국에서출생하지 않은경우미국학교입학일
_______

지난3년동안다닌미국학교를기입하십시오(해당될 경우)..
학교이름
주
다닌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
___________________

언어
학생의1차언어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이가장많이사용하는언어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의가족이 가정에서가장많이사용하는언어______________________
*영어이외의언어로 응답한경우학생은ESOL 프로그램평가를받습니다..
학생이다닌유치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나를체크하십시오.
_____ Early Head Start
_____ Blended Head Start/GA Pre-K
_____ Head Start 5
_____ Title 1 Funded Pre-K
_____ 특수교육3세
_____ 특수교육4세

_____
_____
_____

Head Start 3
_____ Head Start 4
GA Lottery Funded Pre-K
기타유치원
_____ 다니지않았음

오코니카운티 학교이외에서전학
자녀가다음서비스를 받고있는지아는대로응답하십시오.:
특수교육:
영재교육:

예_____ 아니오_____
예_____ 아니오_____

ESOL 교육:
EIP 교육:

예_____ 아니오_____
예_____ 아니오_____

사진게시
학교행사를기념하기 위해OCS는학급, 교사학생의 사진을지역신문, 학구출판물또는웹사이트에 게시할수있습니다. 인터넷에 게시된학생사진은이름이
표시되지않습니다. 신문이나 학구출판물에게시되는 사진에는 학생이름이포함될수있습니다.
_____
_____
_____

나는자녀의사진을 신문이나학구출판문에게시하고 싶지않습니다.
나는학교웹사이트에자녀의 사진을 게시하고 싶지않습니다.
나는자녀의사진을 지역신문, 학구출판물또는학교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승인합니다.

등록자(성인)가 누구입니까? (동그라미 치세요.)

아버지/보호자

어머니/보호자

모두

*등록하는사람만이 학생등록을취소할 수있습니다.

등록하는사람의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버지/보호자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버지/보호자이름(인쇄체)

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머니/보호자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머니/보호자이름(인쇄체)

_____________________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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