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루크라인 공립학교 학생 가등록 체크리스트(유아부-12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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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Registration Checklist PK-12_Korean  

❏ 온라인(www.brookline.k12.ma.us/registration)으로 입학 원서를 작성하시고, 학생 업무 사무실에 직접 오실 약속 날짜와 시간을 예약해주세요; 약속 날짜를 잡으셔야만 

입학 등록이 가능합니다. 

❏ 아래에 나열된 입학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수집하셔서, 약속 시간에 사무실로 직접 오실 때 그 서류들을 모두 지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 및 보호자의 신분증: 현재 유효한 메사추세츠 주 운전 면허증/신분증, 여권, 군인 신분증, 기타 정부에서 발행한 본인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  

❏ 거주 사실 증명 선서 진술서(Affidavit of Residency)(다운로드 후, 출력하셔서, 서류를 작성해주세요.)  

❏ 학교 학생정보 활용동의서(School Records Release Form) (다운로드 후, 출력하셔서, 서류를 작성해주세요.)  

거주 사실 증명 (아래 중 택 1) 

❏ 가장 최근의 주택 담보 대출금 납입 증명서 또는 

재산세 청구서 

❏ 주택 거래 합의 진술서의 사본 및 최근 납입 

기록 

❏ 현재 주택 임대 계약서 사본, 그리고 임대주가 

직접 서명한 거주 동의서(Landlord Living 

Agreement)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임대주가 

작성) 

❏ 공공주택도시개발(HUD) 임대 계약서 및 기타 

임대계약서, 그리고 임대주가 직접 서명한 거주 

동의서(Landlord Living Agreement)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임대주가 작성) 

 

입주 사실 증명 (아래 중 택 2) 

최근 45일 이내의 유틸리티(전기,가스,수도,인터넷 등의 

요금) 청구서 또는 서비스 사용 증명서 또는 다음의 목록 

중 서비스를 받게 되는 시작 날짜와 주소가 적혀있는 작업 

명령서: 

❏ 케이블/인터넷/위성티비 청구서 

❏ 전기요금 청구서 

❏ 가스 요금 청구서 

❏ 집전화 요금 청구서(휴대폰 요금 청구서는 허용 

불가) 

❏ 집 보험/세입자 보험 청구서 

학생 (해당 되는 모든 부분) 

원본이 영어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모든 서류는 
영어로 번역되고 공증되어야 합니다.   

❏ 출생 증명서 원본(반드시 제출 요망) 

❏ 예방 접종 증명서 및 가장 최근의 건강 기록 

증명서(반드시 제출 요망) 

❏ 이전의 학교 기록*(반드시 제출 요망,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  

❏ ELL/ESL 기록 (해당 될 경우에만 제출) 

❏ 법적 자녀 양육권에 대한 기록 (해당 될 

경우에만 제출) 

❏ 유효한 특수교육계획(IEP or 504) (해당 될 

경우에만 제출) 

❏ 법원 명령(해당 될 경우에만 제출) 

 

* 유아부 및 유치부 학년( PK-K)의 경우: 필수 사항은 아님;  1 학년-8 학년:  가장 최근의 성적표 및 성적 보고서;  9 학년: 7 학년과 8 학년 때의 모든 성적표; 10 학년: 8 학년과 9 학년 때의 모든 성적표; 
Grade 11: 9 학년과 10 학년 때의 모든 성적표; Grade 12: 9, 10, 11 학년 때의 모든 성적표  

❏ 예방접종 기록들은 학교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입학 가등록 시 서류 제출 후 이루어지며, 학교 등교 전에 결정 됨)  

❏ 영어 학습자들의 경우 영어 능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되는 경우):  

모든 학교들은 각 학생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언어적 요구들을 식별해야 합니다.     

만약,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가정에서 사용되는 경우, 저희 브루크라인 학교구는 법에 따라 그 학생의 영어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어 평가는 입학 가등록 시에, 

모든 서류가 제출이 되고 난 후, 스케줄 될 예정입니다.  

❏ 학생이 배정된 학교에 가서 학교 상담 선생님과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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