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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더가든을 준비하십시오. 
2013년 킨더가든 등록일은 5월 2일입니다.  

대상:  2013년 9월 1일이나 그 전에 만 5세가 되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과 후견인 
내용:  2013-14 학사연도 킨더가든 등록 
 때   :  등록 시간은 자녀가 다니게 될 학교에 문의 요망.  귀넷 카운티 교육국 웹사이트   
            (www.gwinnett.k12.ga.us)에 가셔서 “Countdown to Kindergarten”을 클릭하시면   
            카운티 내초등학교 전화번호 목록을 보실 수 있음 
장소:   사시는 지역의 자녀가 다니게 될 학교. 자녀가 어느 학교에 진학할지   
            모르실 경우 678-301-7085로 Planning Department에 연락 요망. 영어를   
            잘 못하실 경우는 영어를 하는 친구나 친척의 도움을 받아 전화하십시오. 
이유:   자녀가 개학일인 8월 7일에 학교에 다닐 준비가 되도록. (2013-2014학사연도의   
             중요한  학사일정은 카운티 교육국 웹사이트에 나와있음) 
방법:   본 유인물 뒷면에 기재된 중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등록 시간 동안 자녀가 다니게   
             될 학교로 오시면 됨.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지 않으실 경우 등록이 지체될 것임. 서류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등록시 지참하실 서류(필요한 서류를 가져오지 않으실 경우 자녀의 등록이 지체됨.)
 

• 자녀를 동반하실 것!  등록 당일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준비하거나 자녀들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자세한 것은 등록하실 학교에 문의 요망. 

• 출생일을 증명할 공식 서류.  예를 들어 출생 증명서 (birth 
certificate)원본이나 출생 등록서(birth registration), 또는  
출생일이 기재된 기타 주 정부/연방정부 정식 문서 또는 
여권.(부모님께서는 비용을 부담하고 조지아주의 ROVER 
서비스를 통해 조지아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 증명서를 
주문하실 수 있음.) (http://gta.georgia.gov/rover) 

• 해당 학교 지역 거주 증명 서류.  최근 유틸리티 고지서(전화 
요금 고지서 제외)와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하셔야 함: 확정된 
주택매매 계약서(non-contingent sales contract), 현재 임대/대여 
동의서(lease/rental agreement,), 가장 최근의 소득세 신고 
서류(income tax return), 현재 급료 지급명세서(paycheck stub), 
현재 메디케이드 카드, 현재 주거용 재산세(residential property 
tax) 청구서나 명세서, 현재 보증 증서(warranty deed)나 신속 
배상 청구 증서(quick claim deed), 현재 주택 구입 
동의서(current home purchase agreement) 또는 현재 주택 
소유자 보험증서(homeowner’s insurance policy). 이러한 
서류에는 반드시

• 조지아주 예방접종 증명서.  조지아법에 의해, 등록시 유효한 
예방 접종 증명서(서식 #3231) 또는 공증을 필한  종교적 사유의 
예방접종 면제서를 요구함. 예방 접종 증명서는 반드시 
보건부(health department)나 귀하의 주치의가 작성하여야 함.  
서식 #3231은 “등교에 필요한 접종을 마침”  또는  “접종 
만기일(Date of Expiration)” 중 하나에 표시된 것이어야 유효한 
것으로 간주됨.  (“접종 만기일”에 표시된 증명서의 경우 표시된 
날짜에 증명서가 만기됨. 반드시 만기일 30일 내에 현재 

 유틸리티 고지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주소가 들어있어야 함.  예외: 해당 학교 지역 내 동일한 주소의 
2개의 유틸리티 고지서(전화요금 고지서 제외)를 제시할 경우 
주소가 명시되지 않은 증서(deed)가 허용됨. 조건부 
계약서(contingency contract)는 인정 안됨. 만일 가족이나 친구 
집에서 살고 있어서 거주지 입증에 관한 서류가 필요하시면 
등록하실 학교에 문의 요망.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신데 
학교측에 통역관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변의 영어가 가능한 
분에게 부탁하십시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의료상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현 
만기일과 함께 서식 #3231에 기재되어야 함. 종교적사유의 
면제 신청 서식은 자녀 학교에 있음.                        

         전 년도 시력, 청력, 치과 검사 증명.  보건국이나   
       귀하의 주치의와 담당 치과의에게서 받은 조지아주 서식    
        #3300에 작성된 것이어야 함.  타당한 의료 담당자의     
       편지나 타주에서 발행된 증명서도  최근 12개월 내에   
       작성되고 조지아 주 서식에 첨부된 것이면 인정함. 타국의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만일 다른 사람의 집에서 살고 있어서 거주지 입증에 관한   
       서류가 필요하시면 등록하실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  자녀를 등록하려는 성인은  
       적절한 신분증명을 제시해야 함.  이러한 신분 증명에는   
       운전 면허증,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명 카드, 여권, 또는    
       공식 정부 기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획득한 신분 증명 카드   
       등 사진이 부착된 기타 공식 신분 증명이 포함됨. Matricula   
       Consular(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신분증명) ID는   
       신분증명으로 인정함 
    양육권자/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키고자 하는 성인이 친부모가 아닌 경우 후견인   
      증명(Proof of Guardianship)이 요구됨.  자세한 문의는    
       귀넷 카운티 검인 재판소(Gwinnett County Probate Court )로   
       (770)822-8350번으로 전화하시면 됨. 
     자녀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조지아 주법은 등록시 학교측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물어보도록 함.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제시하지 않고도   
       자녀를 킨더가든에 등록하실 수 있음.  그러나 이런 경우   
       부모님이 면제 신청서(waiver)에 서명하셔야 함. 
    귀하의 자녀가 조지아주 pre-K 프로그램을 다녔을 경우 
      자녀의 pre-K 경과보고서(Progress Report) 사본 지참 요망.      
      신 학년 시작 시 자녀의 최종 pre-K 평가서를 자녀의   
      킨더가든 교사에게 제출하셔도 됨.  교사가 자녀의 기량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의 만남을 고대합니다. 
           Gwinnett County Public Schools 
             437 Old Peachtree Road, NW, Suwanee,       
             GA. 30024 (www.gwinnett.k12.g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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