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laration of Residency: KOREAN ESOL 4.2020

거주지 신고서
부모/법적 보호자가 주소지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날짜:
부모/법적 보호자 성명:
집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현재 주소:

현재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

생년월일

등록한 애틀랜타 공립학교

거주지 신고서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다음 사항을 증명하고 동의합니다:

1. 본인은 위에 나열된 각 아동의 부모/법원 지정 법적 보호자입니다.
2. 위에 나열된 각 아동은 위에 나와있는 주소에서 저와 함께 상주합니다.
3.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위에 나열된 아동이 거주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14일이내에 애틀랜타 공립학교에 통보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4. 애틀랜타 공립학교 대표자들이 거주 확인을 위해 본인 집을 방문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5. 위조된 정보로 애틀랜타 공립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불법적으로 등록되었으므로, 즉시 퇴학 조치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6. 애틀랜타 공립학교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조지아주의 형법 제 16-9-2 조, 제 16-10-20 조 및/또는 제 16-10-71 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1 천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 년에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두가지 모두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제 16-10-71 조

부모/법적 보호자 서명

날짜

소유주/집주인/주요 임대인 진술서 – 아래 섹션은 등록 부모/법적 보호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거주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애틀랜타시 거주자와 함께 거주할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소유주/집주인 성명:

연락처:

현재 주소:

(거주 증명서 사본을 이 양식과 함께 애틀랜타 공립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다음 사항을 증명하고 동의합니다:
1. 본인은 위에 나열된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 집주인 또는 임대인입니다.
2. 이 문서에 나열된 사람들은 본인과 함께 상주하거나, 위 주소에서 풀타임으로 생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이 문서에 기재된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애틀랜타 공립학교에 즉시 통지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4. 애틀랜타 공립학교 대표자들이 본인 집에 방문하여 위에 나열된 사람들의 거주를 확인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5. 위조된 정보로 애틀랜타 공립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불법적으로 등록되었으므로, 즉시 퇴학 조치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6. 애틀랜타 공립학교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조지아주의 형법 제 16-9-2 조, 제 16-10-20 조 및/또는 제 16-10-71 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1 천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 년에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제 16-10-71 조

주요 소유주/임대인 서명

날짜

이 신고서는 집 없는 학생들에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 정책 JBC(1) 및 행정 규정 JBC(1)-R, 노숙인 학생을 참조하십시오.
*이 거주지 신고서는 2020 년 8 월 1 일까지 완료된 등록 또는 등록 요건에만 유효합니다. 2020 년 8 월 1 일부터 계속해서, 행정 규정 Reg JBC-R(2)에 따른 공증된 거주요건

진술서-입학 허가-등록 요건이 복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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