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방문 동의 및 확인 양식 – 2020-21학년도
이 양식을 사용하여 학교 관계자가 거주지를 방문하여 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 DC)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세요. 컬럼비아 특별구 공립 학교나 공립 대안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1명 당
하나의 양식을 작성하세요.

1단계: 가족의 인적 사항 작성
학생의 이름:

학생의 성:

생년월일:

학생을 입학시키는 사람:
본인은

 학생의 부모/후견인/관리인입니다.

 학생의 주 부양자로 주 부양자(OPC) 증명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성인 학생입니다.

 미성년 부모이며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학생을 입학시키는 사람의 주소:

시:

이메일:

전화번호:

주:

우편번호:

2단계: 학교 관계자의 가정 방문에 대한 동의
본인은 학교 관계자가 본인의 컬럼비아 특별구 거주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가정 방문을 수행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방문과 관련하여
수집될 수 있는 개인 정보는 학생의 공식 기록에 보관되며, 법률에 의거하거나 본인의 컬럼비아 특별구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지역 교육기관이나 주 교육기관 외부로 전송 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학생의 부모, 후견인, 주 부양자
또는 성인 학생의 컬럼비아 특별구 거주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학생을 입학시키는 사람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관계자 전용란

날짜: __________________

다음 정보는 학교 관계자가 가정 방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단계

1

가정 방문 날짜 (mm/dd/yyyy):
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름:

학생과의 관계:

1차 임대차/저당권자:

임대차 계약서에 학생이 등재되어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
 아

아닌 경우, 사유를 작성하세요.

학생을 입학시키는 사람이 주택에 거주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증거를 작성하세요.

학생이 주택에 거주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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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있다면 그 증거를 작성하세요.

 아
하나만 표시하세요.

단계

6




본인은 가정 방문을 실시하여 학생을 입학시키는 사람의 컬럼비아 특별구 거주를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은 가정 방문을 실시하여 학생을 입학시키는 사람과 학생의 컬럼비아 특별구 거주를 확인했습니다(주
부양자에만 해당).




본인은 가정 방문을 실시하여 학생을 입학시키는 사람의 컬럼비아 특별구 거주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은 가정 방문을 실시하여 학생을 입학시키는 사람과 학생의 컬럼비아 특별구 거주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주 부양자에만 해당).

본인은 상기에 명기한 학교로부터 상기에 명기한 학생의 가정 방문 수행 권한을 받은 학교 관계자임을 증명합니다. 이 문서에 제시한 정보는 본인이 수행한
가정 방문에 근거하여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진실임을 증명합니다.

학교 관계자 이름(정자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

학교 관계자의 가정 방문 수행 지침
가정 방문 수행 사유

확인 사항
 부모, 후견인, 관리인은 학생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 후견인, 관리인이 거주지에 살고 있습니다.

주 부양자(OPC) 확인

 주 부양자가 거주지에 살고 있다는 증거
 학생이 거주지에 살고 있다는 증거

또는

부모, 후견인, 관리인의 거주 확인

거주지 확인 시 찾아야 할 수 있는 물건
다음 물건은 학생을 입학시키는 사람 및 학생이 거주지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
•
•
•
•
•

개인 위생용품 및 세면도구
의복, 신발 또는 보통 착용하거나 가지고 다니는 일상 용품
수면 공간
학생의 학교 숙제
개인 사진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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