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udent Enrollment Form 
Student Information 

 

학생 정보 (대문자로 써주세요) 출생 증명서에 있는 이름으로 써주세요 
       

학생의 법적 성  이름  중간이름  접미사(주니
어, 3세 등) 

     

생년월일  등록 학년  나이   
     

성별 (남/여)  출생지역 (시, 주, 나라)  닉네임   
       
학생 개인 이메일  학생 셀폰 번호     
 
학생 기본 주소 (학생이 주로 사는 주소를 써주세요) 
   

주소 번호와 거리 이름    아파트 / 동# / 호 
     

시  주  우편번호 
     예  아니요  
나라  집 전화 번호  비공개 번호입니까? 
우편 주소가 위의 학생 기본 주소와 다릅니까?  예  아니오  
 
학생 우편 주소 (학생 기본 주소와 다를 경우) 
   

주소 번호와 거리 이름    아파트 / 동# / 호 
     

시  주  우편번호 
 
이전 출석 학교 (Preschool부터 12학년까지) 
   

학교 이름  주소   
     

시  주  우편번호 
     

나라  전화번호  Fax 번호 
 
학생 인종 그룹 

Part A: 학생의  민족 
학생이 히스패닉/라티노 출신입니까?      예  아니오 
(인종과 관계 없이 쿠바,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남미, 중미, 혹은 
기타 스페인 문화나 기원을 가진 사람) 

 
학생이 아랍 출신입니까?      예  아니오 

Part B: 학생의 인종: 하나 혹은 그 이상 고르세요  
  아메리칸 인디언 혹은 알래스카 원주민 - 북부와 남부 미국 
원주민(중부 미국 포함)의 기원을 가지고 있고 부족 동맹 혹은 공동체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아시아인- 극동 아시아, 남서부 아시아, 혹은 인도 아대륙 원주민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제도, 태국, 베트남. 

 
  하와이 원주민/태평양 섬 거주민-하와이, 괌, 사모아, 혹은 다른 태양평 
군도 원주민의 기원을 가진 사람. 
  아프리카 미국인/흑인-아프리카의 흑인 인종 원주민의 기원을 가진 
사람. 
  백인-유럽, 중동, 혹은 북부 아프리카 원주민의 기원을 가진 사람. 
 

참고:  part A 혹은  B 가 아닐 경우 미 교육부는 교육구가 대신하여 답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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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보호자 정보 
학부모/보호자 1 (학생과 같은 기본 주소지 거주) 
     

학부모/보호자 성 (1)  학부모/보호자 이름  셀폰 번호 
   
직장 이름/직업    직장 번호 
   
학생과 관계    이메일 주소 
 
이 사람은 양육 부모입니까?         예   아니오    이 학부모/ 보호자는 학생과 연락하는데 법적 제한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 어떤 전화 번호로 학교 연락을 받고 싶습니까? 
  집   셀폰   직장    전화하지 마시오 
선호하는 음성 메시지 언어:   
선호하는 이메일 언어:  

 
학부모/보호자 정보 2 
     

학부모/보호자 성 (2)  학부모/보호자 이름  셀폰 번호 
   
직장 이름/직업    직장 번호 
   
학생과 관계    이메일 주소 
 
이 사람은 양육 부모입니까?         예   아니오 
학생은 이 사람과 같이 거주합니까?    예   아니오  
학생과 같은 주소가 아니라면 우편물 사본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 학부모/ 보호자는 학생과 연락하는 데 법적 제한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 

  예   아니오  
‘예’라면 주소를 써주세요. :  

 

  
어떤 전화 번호로 학교 연락을 받고 싶습니까?  집   셀폰    직장    전화하지 마시오 
선호하는 음성 메시지 언어: 선호하는 이메일 언어: 

 
학부모/보호자 정보 3 
     

학부모/보호자 성 (3)  학부모/보호자 이름  셀폰 번호 
   
직장 이름/직업    직장 번호 
   
학생과 관계    이메일 주소 
 
이 사람은 양육 부모입니까?         예   아니오 
학생은 이 사람과 같이 거주합니까?    예   아니오  
학생과 같은 주소가 아니라면 우편물 사본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 학부모/ 보호자는 학생과 연락하는 데 법적 제한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 

  예   아니오  
‘예’라면 주소를 써주세요. :  

 

  

어떤 전화 번호로 학교 연락을 받고 싶습니까?  집   셀폰    직장    전화하지 마시오 
선호하는 음성 메시지 언어: 선호하는 이메일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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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보호자 정보 4 
     

학부모/보호자 성 (4)  학부모/보호자 이름  셀폰 번호 
   
직장 이름/직업    직장 번호 
   
학생과 관계    이메일 주소 
 
이 사람은 양육 부모입니까?         예   아니오 
학생은 이 사람과 같이 거주합니까?    예   아니오  
학생과 같은 주소가 아니라면 우편물 사본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 학부모/ 보호자는 학생과 연락하는 데 법적 제한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 

  예   아니오  
‘예’라면 주소를 써주세요. :  

 

  

어떤 전화 번호로 학교 연락을 받고 싶습니까?  
 집   셀폰    직장    전화하지 마시오   
선호하는 음성 메시지 언어:                                                                        선호하는 이메일 언어: 
  
  
 
재학중인 형제 (3 명 이상인 경우 뒷면에서 계속하십시오.) 
       
학생 성, 이름  나이  학교  생년월일 
       
학생 성, 이름  나이  학교  생년월일 
       
학생 성, 이름  나이  학교  생년월일 
       
 
휴교할 경우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옵션  
앤아버 공립학교는 눈이 오는 날 같은 휴교 내용 알림 문자 메시지 사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래 옵션에 표하십시오. 
 
휴대 전화 번호를 제공하는 학부모 / 보호자에게는 가을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교육구는 이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지 않지만 문자 메시지를 송수신 할 때 문자 메시지 요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발생 가능 요금에 관해 이동 통신사에 문의 
하십시오. 메시지 및 데이터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우리 가족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휴교 정보 받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가족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휴교 정보 받는 것에 원치 않습니다. 

 
본인은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최신이자 사실이며 아래 서명을 통해 앤아버 공립학교 교육구 거주지를 잘못 기재한 학생의 
가족에게 앤아버 공립학교가 자녀 등록을 취소하고 비례 배분 학비 청구를 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인정합니다.  
 

 
학부모/보호자 사인 날짜 
 
 
 
 
비상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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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연락 
     

성 (1)  이름  전화번호 
   집  셀폰   직장  
학생과 관계    전화 유형 
   

주소 번호와 거리 이름    아파트/ 동# / 호 
     
도시  주  우편번호 
 

이 사람에게 학생을 보내도 되나요?   예  아니오  이 사람이 학생을 스포츠/학교 행사에서 태울 수 있나요?   예  아니오 
 

 

두번째 연락 
     
성 (2)  이름  전화번호 
   집  셀폰   직장  
학생과 관계    전화 유형 
   

주소 번호와 거리 이름    아파트/ 동# / 호 
     

도시  주  우편 번호 
 

이 사람에게 학생을 보내도 되나요?   예  아니오  이 사람이 학생을 스포츠/학교 행사에서 태울 수 있나요?   예  아니오 
 

 

세번째 연락 
     
성 (3)  이름  전화번호 
   집  셀폰   직장  
학생과 관계    전화 유형 
   

주소 번호와 거리 이름    아파트/ 동# / 호 
     
도시  주  우편 번호 
 

이 사람에게 학생을 보내도 되나요?   예  아니오  이 사람이 학생을 스포츠/학교 행사에서 태울 수 있나요?   예  아니오 
 

 

네번째 연락 
     
성 (4)  이름  전화번호 
   집  셀폰   직장  
학생과 관계    전화 유형 
   

주소 번호와 거리 이름    아파트/ 동# / 호 
     

도시  주  우편 번호 
 

이 사람에게 학생을 보내도 되나요?   예  아니오  이 사람이 학생을 스포츠/학교 행사에서 태울 수 있나요?   예  아니오 
 

 

 
다섯번째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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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5)  이름  전화번호 
   Home  Cell   Work  
학생과 관계    전화 유형 
   

주소 번호와 거리 이름    아파트/ 동# / 호 
     

도시  주  우편 번호 
 

이 사람에게 학생을 보내도 되나요?   예  아니오  이 사람이 학생을 스포츠/학교 행사에서 태울 수 있나요?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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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필요 / 서비스 정보 
학생이 앤아버 공립학교에 등록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학생 ID:   

학생이 다른 학교 및 / 또는 교육구에서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을 받았습니까?  예  아니오  

설명해 주세요:   

학생이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학생이 중죄 혐의로 기소 됐습니까?  예  아니오  

설명해 주세요:   

학생이 장기간 정학 (10 일 이상)을 했거나 다른 교육구로부터 퇴학을 받았습니까? 예  아니오  

설명해 주세요   

장기 정학이나 제명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으로 기소하는 대신 교육구가 학생을 퇴학 시켰습니까? 예  아니오  

설명해 주세요:   

학생이 IEPC / IFSP / IEP / MET 특수 교육 서비스 또는 504 plan을 받았습니까? 예  아니오  

설명해 주세요:   

 
학생이 IEPC / IEP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았습니까? 

예  아니오  

몇년도?   

교육구:   

서비스:   

 
학생이 504 plan 을 받았습니까 ? 

 
예  아니오  

교육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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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언어 설문 조사 
학생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입니까? 예  아니오  

그 언어를 써주세요:   

자녀의 집이나 환경에서 사용되는 기본 언어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입니까? 
  주 : "기본 언어"는 학생이 의사 소통에 사용하는 주요 언어를 의미합니다. 

예  아니오  

그 언어를 써주세요:   

자녀가 미국 학교에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예  아니오  

설명해 주세요:   

아이가 처음 미국에 있는 학교에 등록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날짜 (mm/dd/yyyy):   

아이가 몇 살 때 처음으로 영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우리 아이는 이러한 학교를 다녔습니다: 
     
날짜 : 시작-마침  교육구 시/ 카운티  학년 

학교에서 기본 언어를 사용했나요?  예  아니오   영어를 배웠나요?   예  아니오  
     
날짜 : 시작-마침  교육구 시/ 카운티  학년 

학교에서 기본 언어를 사용했나요?  예  아니오   영어를 배웠나요?   예  아니오  
     
날짜 : 시작-마침  교육구 시/ 카운티  학년 

학교에서 기본 언어를 사용했나요?  예  아니오   영어를 배웠나요?   예  아니오  
     
날짜 : 시작-마침  교육구 시/ 카운티  학년 

학교에서 기본 언어를 사용했나요?  예  아니오   영어를 배웠나요?   예  아니오  

 
앤아버 학교에 재학중인 다른 자녀가 있습니까? 
       

학생의 성, 이름  나이  학교  학년 
       
학생의 성, 이름  나이  학교  학년 
       
학생의 성, 이름  나이  학교  학년 
       

학생의 성, 이름  나이  학교  학년 

앤아버 공립학교 교육구 (Ann Arbor Public School District)는 각 학생의 언어 배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교육 
구로부터 EL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들의 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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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Information 

 

 
거주지 정보 
 

학생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 
 소유자가 거주하는 집 
 렌탈한 집 
 긴급 피난처 또는 과도기적 주택 * 
 모텔/호텔* 
 캠프장* 
 자동차, 공원, 공공 장소, 버려진 건물, 기준 이하 주택, 버스 또는 기차역을 포함하여 인간을 위한 일반적인 수면용  

    숙박 시설로 사용되지 않는 공공 또는 사설 장소 * 
 6 개월 이하의 위탁 양육 배치 * 
 장기적이고 안정적 협동 조합 
 친구, 가족 또는 다른 사람들과 일시적으로 공유되는 주택 * 

 
*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하면 등록, 교통, 학교 용품, 교육 지원 및 지역 사회 추천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거주지에 살고있는 경우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주거 상황이 일시적 또는 장기적인 것입니까?  단기  장기 

그곳에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자신을 집에 있는 손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렌트비를 내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다른 거주지를 알아보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곧 이사할 예정입니까? 예  아니오 

학생이 그곳에서 법적으로 살 권리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학생이나 가족이 법적 절차 없이 언제든지 나가라고 요청받을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학생이 길거리에서 또는 다른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긴급 조치로 그 집에 이사 했습니까? 

예  아니오 

그 집에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침실이 몇 개 있습니까?  

학생은 어디에서 잠을 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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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Information 

 

건강 정보 
 
자녀에게 의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 간호사가 다음 학년에 대비해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이 양식은 의약품 승인 
양식이 아닙니다. 귀하의 학생이 학교에서 약을 복용해야 하거나 필요로 하는 경우, 학교 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 

건강 문제 

학생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천식* 
 당뇨 
 편두통 
 가볍거나 음식이 아닌 혹은/ 곤충 알러지 
 발작 
 심한 음식 알러지 
 심한 곤충 알러지 
 심장 관련 
 다른 건강 상태 

 
*천식인 경우 다음 페이지에서 천식 설문 조사를 써주십시오. 

표기한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약품 

귀하의 학생은 학교에 있는 동안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창구 판매용 의약품 포함)이 
필요합니까? 

 예  아니오  

귀하의 학생은 휴대하며 스스로 투여하는 데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창구 판매용 의약품 포함)이 
필요합니까? 

 예  아니오 

종교적 반대 

교내 직원 및 / 또는 비상 요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종교적 반대, 제한 또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설명해 주세요: 

예방 접종 

학생은 수두 접종을 했습니다: 예  아니오  

대략적 날짜 (MM/DD/YYYY)  

DtaP 최근 접종 날짜 :  

 
담당 의사 

 현재 없습니다 
   
의사/ 진료소 이름    전화번호 
   

주소 번호와 거리 이름     
     

도시  주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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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병원 
 현재 없습니다 

   
병원 이름    전화 번호 
   

주소 번호와 거리 이름     
     

도시   주  우편 번호 
 
치과 의사 

 현재 없습니다 
   
치과 의사 이름    전화 번호 
   

주소 번호와 거리 이름     
     

도시  주  우편 번호 
 
 

 
천식 설문  

자녀의 천식은 의사가 진단한 것입니까?  예  아니오 

대략 진단 시기:  

천식으로 의사를 만난 마지막 날짜가 언제입니까?  

자녀는 매일 천식약을 복용합니까? (유지 관리 약)  예  아니오 

자녀에게 구조 흡입기(rescue inhaler)가 있습니까? (예-albuterol)  예  아니오 

언제 마지막 천식 발작이 있었습니까?  

올해 학교에서 자녀를 위해 구조 흡입기를 사용할 계획입니까?  예  아니오 

천식 최근 약품 날짜 :   

자녀의 천식 행동 계획 (Asthma Action Plan) 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천식을 일으키는 유발 요인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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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학생의 컴퓨터 사용 및 지침(COMPUTER USE AND GUIDELINES FOR STUDENTS) 
학생과 함께  컴퓨터 사용 및 지침을 읽고 검토하십시오. 교육구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나는 이 규칙을 이해하고 따르기를 약속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컴퓨터 사용 권한이 제한되거나 삭제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 사인 날짜 
 
본인은 자녀와 함께 이 규칙을 논의했으며 자녀는 따르기로 동의했습니다. 
 

 
학부모/보호자 사인                  날짜 
 
학부모 및 운동선수 뇌진탕 내용 (PARENT AND ATHLETE CONCUSSION INFORMATION SHEET) 
학생과 함께 학부모 및 운동선수 뇌진탕 정보 내용을 읽고 검토하십시오. 
 
본인은 뇌진탕 정보 내용 읽고 검토 했습니다. 
 

 
학생 사인 날짜 
 
본인은 뇌진탕 정보 내용을 읽고 검토 했습니다. 
 

 
학부모/보호자 사인 날짜 
 
신입생 - 운동선수 편입 정보 양식(NEW STUDENT -ATHLETICS TRANSFER INFORMATION FORM) 
학생이 운동경기에 참여하기를 원하나요?  예  아니오  
그렇다면 신입생- 편입 정보 양식을 작성한 후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학생의 거부 신청 양식 (STUDENT OPT-OUT FORM) 
학생으로서 또는 학부모 / 보호자로서 귀하 또는 자녀의 개인 정보가 군 모집 자 및 기타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 학생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가 군대 및 군대 모병인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은 이 학생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를 직원을 찾는 대학, 종합대학 또는 회사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합니다.  

 
ESEA의 연방 공법 107-110, 9528, "No Child Left Behind Act"는 교육구가 학생의 요청에 따라 군대 모집원에게 학생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교육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이 정보 공개를 거부 할 수있는 권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해마다 앤아버 공립학교의 권리 및 책임 핸드북,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 (FERPA)에 따라 게시 및 배포됩니다. 
 
참고 : 학교 주소록에 있는 학생 이름은 공개 정보로 간주되므로 군대 모병인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 사인 날짜 
 
 
학생 GOOGLE APPS 허가 동의서 
앤아버 공립학교 교육구는 Google Apps을 이용한 교육 도메인 (aaps.k12.mi.us 및 a2schools.org)으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의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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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위한 학교 Google 계정의 일반적인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교사와 계속적인 의사 소통을 위한 이메일 계정 
● 이메일 계정이 필요한 프로그램 및 웹 도구 접속 
● Google Apps: 캘린더,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 시트,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 및 웹사이트 제작 도구 
● 학생들이 파일에 액세스하고 파일을 공유 할 수있게 해주는 Google 드라이브. 

교육구의 사용 제한 정책은 전자 통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부모님 또는 보호자의 허가 아래 aaps.k12.mi.us 계정만 
갖습니다. 이 계정은 학생이 앤아버 공립학교 교육구에 더이상 등록하지 않을 때까지 학생의 공식 교육구 이메일 주소로 간주됩니다. 
 
Google Apps for Education에 대한 접속 및 사용은 앤아버 공립학교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권한으로 간주됩니다. 교육구는 법이나 
교육위원회 정책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생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때 즉시 계정 접속 및 사용을 중지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위반 사항은 추가 조사 및 필요한 결과 적용을 위해 교장에게 회부됩니다 
 
* 선택해주세요: 

 자녀에게 Google Apps 계정을 할당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자녀에게 Google Apps 계정을 할당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보호자 사인 날짜 
 
출판 허가서 
앤아버 공립학교 ( "교육구")에 다니는 학생들은 때로 학교 및 / 또는 교육구 홍보, 출판물 및 / 또는 홍보 활동 ( "출판 활동")에 참여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출판 활동에는 교육구 승인을 받은 교육구 또는 제 3자가 출판, 전시, 배포 또는 방송 할 수 있는 비디오 테이프 
녹화, 녹음 및 / 또는 사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판 활동에는 학교 홍보, 교육구 출판물, 비디오, 디지털 또는 전자 매체 또는 교육구 
웹사이트에서 학생의 이름, 사진, 미술, 작문, 음성, 구두 진술 또는 초상 (비디오 또는 사진) 사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활동에 관한 그림이나 기사는 지역 신문이나 학군지에 게재 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학생의 이름, 사진, 미술, 작문, 음성, 구두 진술, 초상 (비디오 또는 사진)의 상업적 사용 또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양식에 있는 작품이 이익을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이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귀하와 귀하의 학생은 그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이익 및 
지불 할 수 있는 로열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양식에 있는 작품으로 얻은 이익은 앤아버 공립학교 및 그 
프로그램에 이익을 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 선택해 주세요: 

 나는 이 학생의 이미지 사용과 학교 및 / 또는 지역 홍보, 출판물 및 / 또는 홍보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나는 이 학생의 이미지 사용과 학교 및 / 또는 지역 홍보, 출판물 및 / 또는 홍보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 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보호자 사인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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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소 성명록(directory) 기재 
*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 주소 성명록(directory)을 만듭니다. 주소 성명록(directory)에는 학생 이름, 기본 주소, 학부모 이름, 집 전화 번호 
   및 이메일이 포함됩니다. 

 나는 허가합니다 
 나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이름을 포함합니까?       예  아니오  
 
서면 학년 보고서 (PAPER GRADE REPORTS) 
모든 가족은 매 학기 말에 서면 성적표(paper report cards)를 받게 됩니다. 진보 보고서(Progress report cards)는 요청하지 않는 한 
보내지 않습니다. 가족은 PowerSchool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진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PowerSchool에 접속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학교 / 학급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예 -  보내시오 
 아니오 -보내지 마시오  

 
기록 공개 (RELEASE OF RECORDS) 
앤아버 공립학교는 학생의 기록을 요청 받거나, 이전, 공개를 할 경우 학부모, 보호자 또는 18 세 이상인 학생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학, 장학금 프로그램 또는 장래 고용주에게 기록을 보내려면 아래의  예 또는 아니오를  작성하십시오. 

 예, 나는 기록 공개를 허가합니다. 
 아니오, 나는 기록 공개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시험 점수 공개 (RELEASE OF TEST SCORES) 
*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는 입학 신청시 대학 지원서와 함께 보내야 합니다.  American College Testing (P-ACT +, ACT) 및 대학 입학 시험 
위원회 (PSAT / NMSAT, SAT, ACH, AP)가 실시하는 시험에서 학생이 고등학교 코드 번호를 넣게 되면 고등학교는 학생의 성적을 
받습니다. 이 시험 정보는 성적 증명서, 대학 지원서와 함께 보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시험 기관에서 직접 보내야하는 '공식적인' 시험 점수가 필요하며 이 점수를 받을 때까지는 지원서를 
완료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회사에게 자신이 선택한 대학에 성적 증명서를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시험 등록시 제한된 수의 
성적 증명서를 요청하거나 또는 추가로 성적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등록 후에 요청을 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대학 혹은 장학금 프로그램으로 성적표 및 외부 시험 성적을 보내고자 하면 YES 또는 NO를 나타내는 아래 섹션을 
작성하십시오. 
 
운동 선수 참고 사항 : 학생이 NCAA 정보 센터(NCAA Clearinghouse) 등록하려면 학교는 테스트 점수를 보내야합니다. NCAA에 
등록하기로 선택하면 이 양식에 대한 귀하의 요청에 관계없이 점수를 보내도록 승인하는 것이 됩니다.  
                 예, 나는 외부 시험 성적 공개를 허가합니다 

 아니오, 나는 외부 시험 성적 공개를 허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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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Enrollment Form 
Student Information 

 

출석 및 지각 규칙 및 각 학교 규정 (ATTENDANCE AND TARDY POLICY AND LOCAL SCHOOL RULES) 
귀하는 학교 안내 책자에 나와 있는 정보를 읽고 이해 했으며 학생과 논의 하였습니다. 학교 가이드 사본은 교육부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출석 및 지각 규칙을 읽고 검토했습니다. 
 
본인은 출석 및 지각 규정을 읽고 검토했습니다. 
 

 
학생 사인 날짜 
 
본인은 출석 및 지각 규정을 읽고 검토했습니다. 
 

 
학부모/보호자 사인                                                                                                                              날짜 
 
 
YEARBOOK 기재 
각 학교는 YEAR BOOK을 제작하고 초등학교에서는 학급 사진을 찍습니다. 귀하는 학교 신문, 학급 사진 및 기타 학교 간행물 (제작 된 
경우)에 자녀의 모습이 실리는 것을 승인합니까? 

 예, 승인합니다. 
 아니오, 승인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보호자 사인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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