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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자녀를 앤 아룬델 카운티 공립학교(Anne Arundel County Public Schools)
에 성공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다음 단계들을 주의 깊게 읽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1 단계
학생 등록을 위해 최소한 2가지의 거주지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그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 임대 계약서(Lease), 모기지 서류(Mortgage Document), 주택 등기 권리증(Deed) 또는 소유권(Title)이
필요합니다. 제출하신 서류가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세입자 거주 검증
(Tenant Resident Verification, TRV)이 반드시 세부 서류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TRV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주택 보유자나 세입자 앞으로 온 최근 유틸리티 고지서 한 통 또는 현재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한 통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될 시에는 학교에 신속하게 알려주시고 새로운 거주지 증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2 단계
출생 증명서 원본 한 통 또는 여권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출생 증명서를 구하실 수 없다면,
입증 서류와 함께 선서 진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단계
학생 등록을 위해서 백신 접종 완료 날짜(년, 월, 일) 또는 유효한 면제서가 포함된 공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 학생 서비스 사무실(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Office)과 귀하의 약속을 정하기 전에
백신 필요조건에 대해 귀하의 지역에 있는 의료진이나 앤 아룬델 카운티 보건국 헬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글렌 버니 헬스 센터(Glen Burnie Health Center)
416 A Street, S.W., Glen Burnie, MD 21061
410-222-6633
Fax 410-222-6077

퍼롤 헬스 센터(Parole Health Center)
1950 Drew Street, Annapolis, MD 21401
410-222-7247
Fax 410-222-4323

추가적으로, 최소한 6개월 또는 그 이상 외국(제외 목록에 있는 국가들을 제외한) 에 거주했던 학생의 등록을 위해서는
QuantiFERON TB 혈액검사 증명이 필요합니다. 학생이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단계
중,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기록과 또는 성적 증명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제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를 가지 않은 기간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번역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원어로 된 원본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비고 —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부모 중 한 명 또는 법정 지정 보호자,
법적 양육권자를 동반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동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담을
위해 국제 학생 서비스 사무실(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Office)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