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체크리스트
등록은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아래의 모든 단계와 요구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www.brookline.k12.ma.us/registration 으로 로그인 해 주십시오.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필요한 등록 약속을 예약하십시오.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아래 참조) 귀하의 등록 약속시에 지참해 주십시오.
영어 학습 스크리닝을 완수해 주십시오. (적용 가능시)
최종 학교 과제물 수령
예방 접종은 학교 출석 전에 학교 간호사에 의해 준수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지정된 학교에서 학생 및 학교 카운슬러와의 면담에 참석하십시오.

필요 서류
□ 학부모/보호자 ID (신분증):
유효한 MA 운전 면허증/ID 카드 (신분증), 여권, 군인 ID (신분증), 기타 사진이 있는 정부 발행 ID (신분증)
거주 증명
□ 아래의 목록에서 1 개의 완전한 옵션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가장 최근의 모기지 (주택 담보 대출) 결제 내역
● 가장 최근의 재산세 청구서
● 정산 내역서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결제 내역 사본
● 현재 계약된 임대 계약서 그리고 임대인 거주 계약서 사본 (임대인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기타 공공 주택 임대 그리고 임대인 거주 계약서 (임대인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 증명
□ 아래 목록 중 첫번째 항목
□ 아래 목록 중 두번째 항목 (첫번째 항목과 다른 회사여야 합니다)
다음의 목록 중 서비스 주소와 연결 일자를 보이는 45 일 이내에 제공된 2 개의 공과금 정산서를 필요로 합니다:
● 케이블/위성 TV/인터넷 (청구서 또는 작업 주문서)
● 전기 (청구서 또는 “서비스 사용 내역” 증명서)
● 가스 (청구서 또는 “서비스 사용 내역” 증명서)
● 집 전화 (휴대 전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서 또는 작업 주문서)
● 주택/임차인 보험 (청구서, 보청 증권 또는 “서비스 사용 내역” 증명서)
학생 기록 (각 학생에게 적용되는 모든 서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아닌 모든 서류는 공증된 영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출생 증명서 원본 (필수)
□ 예방 접종 기록 가장 최근의 신체 검사 보고서 (필수)
□ 이전 학교 기록
● PK-K 학년: 필요없음
● 1-8 학년: 가장 최근의 보고서 카드 (성적표)/진행 보고서 (필수)
● 9 학년: 7 학년과 8 학년의 성적 증명서 (필수)
● 10 학년: 8 학년과 9 학년의 성적 증명서 (필수)
● 11 학년: 9 학년과 10 학년의 성적 증명서 (필수)
● 12 학년: 9, 10 학년과 11 학년의 성적 증명서 (필수)
□ ELL/ESL 기록 (적용 가능시)
□ 양육권 기록 (적용 가능시)
□ 액티브 IEP 또는 504 계획 (적용 가능시)
□ 법원 명령 (적용 가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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