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ndergarten Registration FAQ: Korean 

Vestal 중앙 학구(Vestal Central School District)
 

자주 묻는 질문
 

K-12 학년을 위한 등록/입학 절차
 

Vestal 중앙 학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다음은 저희 입학 절차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 

1.	 자녀(들)를 등록시키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 

K 에서 12 학년까지는 201 Main Street, Vestal, NY 에 있는 Vestal Administration Office( 입학 

사무소)에서 등록하십시오 . 초등학교 출석 구역의 목록이 필요하신 경우 , Vestal 중앙 학구 (Vestal 

Central School District, “VCSD”) 웹사이트를 방문해 Street Finder( 거리 찾기 )에서 귀하의 거리 

주소를 찾아보거나 607-757-2265 번으로 직원에게 문의해 출석 구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십시오 . 

2.	 자녀(들)를 등록시키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합니까 ? 

 거주 증명 

 나이 증명 

거주 증명 

등록 시 , 학구에서는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고 이러한 서류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주택 융자명세서등의주택 소유 증명 또는 주거임대 계약서 사본 

 제 삼자 임대주 소유주 또는 부모 또는 부모 -자식 관계인 사람에게서 임차하고 있거나 

또는 학구 내에서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의 임차인에 의한 진술서 (공증된 법원 진술서 ) 

 다음과 같은 기타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급여 명세서 

 소득세 양식 

 전기요금 또는 기타 고지서 

 거주를 기반으로 하는 회원 서류 

 유권자 등록 서류 

 정식 운전 면허증 , 임시운전 면허증 또는비 -운전자 신분증 

 연방, 주 또는 지역 기관 (예를 들어 지역 사회보장국 등 )에서 발행한 서류 

 법적 양육권 또는보호명령 서류 등의 자녀 양육을증명하는서류 



  

          

              

             

             

              

    

       

     

   

     

    

       

        

    

         

            

           

               

        

            

     

         

          

     

           

              

    

          

  

         

      

 

 

나이 증명 

교육법에 따라 학구에서는 연령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 적절한 서류에는 공증된 

외국 출생 증명서 또는 세례 증명서를 포함해 출생 증명서 또는 세례 증명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정보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 여권을 포함해 여권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서류가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는 자녀의 나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 (2) 

년 이상 존재한 경우 다음 서류 또는 기록 증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나이 보증서 제외 ). 

 정식 운전 면허증 

 주 또는 기타 정부 발행 신분증 

 사진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 

 영사관 신분증 

 병원 또는건강기록부 

 군대 피부양자 신분증 

 연방, 주 또는 지역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법원 명령또는기타 법원 관련 서류 

 원주민 부족 서류 

 비영리 국제 기구및 자원 봉사 기관의 기록 

귀하의 자녀 (들)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교육 위원 

규정 (Commissioner's Regulations) 에 따르면 학생은 등록 후 다음 수업일 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출석하게 될 것입니다 . 첫등록 후삼 (3) 일 이내에 귀하의 서류를 검토해 거주지 결정 또는 맥키니 

벤토 지원법 (McKinney-Vento Act) 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 비-거주로 결정이 

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를 받으실 것입니다 . 여름에 Vestal 학구 출석 지역으로 이사오신 경우 

9 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등록하십시오 . 

3.	 제 시민권이나 이민자 신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됩니까 ? 

학구에서는 입학 시점에 또는 입학 조건으로 이민자 신분에 대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 단, 

예외적으로 아동낙오방지법 (No Child Left Behind Act) 2001 에서 개정된 ESES 1 편, ESEA 3 편및 

뉴욕 주 교육법 3218 및 2014 년 12 월 16 일에개편된 교육 위원 규정 (Commissioner's Regulations) 의 

100.2(y) 섹션에 의거해 연방 기금 마련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과 관련되어 입학 후 특정 

설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4.	 제 자녀가 맥키니 벤토 지원법 (McKinney-Vento Act) 을 통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귀하께서 맥키니 벤토 지원법 (McKinney-Vento Act) 을 통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607-757-2212 번을 이용해 노숙자 센터 (Homeless Liaison)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자녀(들)의 등록이 거부되면 어떻게 됩니까 ? 

비-거주로 인한 등록 거부인 경우를 제외하고 뉴욕 교육법 310 섹션에 의거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비-거주인 경우 수업료 지불에 따른 출석을 요구하는 Vestal 학구교육 정책및 규정 

이사회에 따라 비 -거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번역된 안내문 , 서류 및 절차를 비롯해 이의제기에 대한 지침 , 서류 및 절차는 www.nysed.gov 에서 

찾아 보시거나 다음의 주소로 우편을 발송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Office of Counsel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State Education Building
 
Albany, NY 12234
 

또는 518-474-8927 번을 통해 이의제기 담당자 (Appeals Coordinator) 에게 문의하십시오 . 

http:www.nysed.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