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t Ready for Kindergarten . . . 
Kindergarten Registration is May 2, 2013. 

  
WHO: Parents and guardians of children who will be five years old on or 
before Sept. 1, 2013. 
WHAT: Kindergarten registration for the 2013-14 school year. 
DATE: Thursday, May 2, 2013. 
TIME: ________________________ 
WHERE: Here at the school. 
WHY: So class assignments can be made before school starts August 7. 

 
PLEASE BRING: Your child; an official 
document showing proof of birth date; 
evidence of vision, hearing, and dental 
exams obtained in the past year (a current 
Georgia Form #3300); a valid certificate of 
immunization (Georgia Form #3231); 
proof that you live in the attendance zone; 
proof of custody or guardianship, if not the 
birth parent; the child’s social security 
number (or you may sign a waiver at the 
school); and a photo ID for the adult 
registering the child. 
 

Your child’s registration will be delayed  
if you do not bring the needed paperwork. 

 
We look forward to welcoming  

you and your child to our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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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더가든을 준비하십시오 . . . 
2013년도 킨더가든 등록일은 5월 2일입니다 . 

  
대상:  2013년 9월 1일이나 그 전에 만 5세가 되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과 후견인 
내용:  2013-14 학사연도 킨더가든 등록 
날짜:  2013년 5월 2일, 목요일 
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장소:   사시는 지역의 자녀가 다니게 될 학교. 
이유:   개학일인 8월 7일 전에 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참 하실 것: 자녀를 동반하시고; 
출생일을 증명할 공식 서류; 전년도 시력, 
청력, 치과 검사 결과(현 조지아 주 서식  
#3300);  유효한 예방접종 증명서(조지아 
주 서식 #3231);  해당 학교 지역 거주 증명 
서류; 친부모가 아닌 경우 양육권자 
증명서류 또는 후견인 증명서류; 자녀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제공을 원하시지 
않으시면 학교의 면제 신청서에 
서명하십시오); 자녀를 등록하는 성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 증명.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지 않으실 경우  
               등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자녀를 환영합니다! 

 
Gwinnett County Public Schools  

www.gwinnett.k12.ga.us 
 

2013 Kindergarten Registration 
Short Flyer--Korean  

                                  Rev. 3/13  
  

http://www.gwinnett.k12.ga.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