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st Northfield 31학구
거주지 신고서 2021~2022


유 치 원 / 새 거주 자 □ 학 구 내 새 주 소

본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은(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 거주하며
(학부모/보호자 이름)

(거리, 아파트 번호, 도시, 우편번호)

이 주소는 West Northfield 31학구의 범위 내에 위치합니다.
현재 31학구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를 선택하세요.

예______ 아니요_______

(기존 학생과 새 학생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학생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남_____ 여_____ 학년___________
성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남_____ 여_____ 학년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남_____ 여_____ 학년___________

이름

기본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휴대폰_____________________직장__________________
기본 이메일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보조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
거주 형태:

□ 자가

□ 임차

□ 기타 (설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주소에 거주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 소유자는 다음 서류 3건의 사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세입자는 다음 서류 4건의 사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서류의 계정 및 사회 보장 번호는
지워 주십시오. 서류 3건을 모두 갖출 수 없을 경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파트 1: 거주지 확인서
**구분 A – 주택 보유자- 서류 1건 제출 세입자-서류 2건 제출**
□ 주택 보유자: 부동산세 고지서 또는 담보 대출 서류 또는 지불 장부
□ 세입자: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학구는 학구 사무실에 항상 유효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만료되면 갱신된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학구에 제출해 주십시오.)
□ 세입자: 최근 2개월 임대료 지불 증빙
□ 섹션 8 증명서
□ 군 관사 증명서

**구분 B – 현재 서류 2건 제출/ 주택 보유자 및 세입자**
□ 가스 요금 고지서
□ 전기 요금 고지서
□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 전화 요금 고지서(집 또는 휴대폰)
□ 케이블 TV 요금 고지서
□ 자동차 등록 또는 보험
□ 은행 잔고 명세서
□ 공공 지원 또는 의료 지원 증명서/카드
□ 신용카드 명세서
□ 급료 수표 부본

□ 시티 스티커 영수증
□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All documents must be within 2 months of the date you are proving Residency.**

파트 1A: 거주지 확인서
**서류 3건을 모두 갖추기 어려울 경우 학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거주지 확인을 위해 학구에서 가정 방문
및/또는 추가 서류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음 사유로 상기 문서 중 3가지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해당 항목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 우리 가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후로 영구적 거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날짜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지막 영구 거주지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해당 항목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 보호 시설에 거주
□ 주택 임대 불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타인과 동거
□ 기차역이나 버스 정류장, 공원 또는 차량에서 거주
□ 호텔, 모텔 마당 또는 기타 유사한 상황에서 거주
□ 버려진 아파트 또는 건물에서 거주
□ 재해재난 피해자
□ 동거자 없음
□ 임시 거처에서 DCFS 위탁 양육 대기
□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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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추가적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등록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학구 McKinney-Vento 관계 담당 Janine Gruhn (847-313-4411) 에게 문의하십시오.
현재 함께 하고 있는 사회 복지 기관을 기재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파트 2: 학생과의 관계
공인 원본 출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을 만든 다음 원본은 돌려 드립니다.
□ 나는 출생 증명서에 기재된 친부모 또는 양부모입니다. (출생 증명서의 인증된 사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양육 동의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나는 법원 명령에 의한 후견인입니다. (해당되는 경우 양육 동의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나는 아이에 대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 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 나는 아이에 대한 책임을 맡았고 실행하고 있으며 일정한 저녁 시간 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항이 사실이며 정확하다는 확인 표시를 해 주십시오.)
□ 다음 사유로 아이가 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나는 18세 이상입니다.
□ 아이는 나의 거주지에서 정기적으로 먹고 자고 있습니다.
□ 아이가 West Northfield 31학구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트 3: 확인 및 경고
다음 진술을 읽고 각각 첫글자로 서명해 주십시오.
_____ 나는 이 확인서 양식에 있는 정보가 나의 거주지 또는 학생의 거주지 및 보호에 대한 모든 조사와
관련하여 진실이며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_____ 나는 비거주자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고 해당 학구의 학교에 학생을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의
거주지에 관해 알면서 또는 고의로 허위 정보를 학구에 제출하는 것은 C 등급 경범죄임을 이해합니다.
_____ 나는 아이가 학구 내 거주자가 아닌 것을 알고도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고 학구 내 학교에 아이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시도하는 것은(비거주자 아이에게 그러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경우 제외) C 등급
경범죄이며, 나에게 수업료, 납부금 및 모든 기타 해당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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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을 등록시키는 성인의 성명(성명 기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원 기재란
분류 A 중 접수한 항목: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분류 B 중 접수한 항목: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생증명서 접수: 예______ 아니요_______

정보 공개 양식: 예______ 아니요_______

출생증명서/정보 공개/거주지 첫 페이지 복사 및 해당 학교 전송
예_______날짜__________아니요________

기타 접수 서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접수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짜________________
확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짜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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