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nsert
Logo]
(optional)

등록 연도: ______
학년:

*(TEMPLATE)

_______

*Schools may adjust this form if necessary provided all required information is included.

[Insert School Name]

학생 등록 양식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공립학교 등록용)
이 양식은 해당 학교에서 신청서가 승인된 아동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지난 해에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과 초등학교 이전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해에 등록한 의무 교육 연령의 학생들의 경우, 이 양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에 직접 알려주십시오.
등록 양식을 학교에 접수시키기 이전에 동봉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공립학교의 등록에 관한 학부모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참조: 정보를 본 양식에 입력할 경우 확인란
을 더블클릭하고 기본 값 ‘Checked’라는 표제 하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여 OK 을 클릭하십시오. 예.
.
학생 정보
성 (Sur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적 성 (다를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전 성 (Surname) (해당될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첫 번째 이름: ____________________두 번째 이름: ______________세 번째 이름: ___________________
선호하는 첫 번째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
출생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성별:

남

여

거주지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번호:
전화 (자택):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차량 등록 번호 (해당될 경우):

_________________

학생 휴대폰 (해당될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학교에 다니는 형제 및 자매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양쪽 부모 ..................................................
부모/후견인/보호자 1 ................................
부모/후견인/보호자 2 ................................
독립한 미성년자 ........................................

기타..............................................................................
이름
학생과의 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규정 3. 학교 교육 규정 2000)

접근 제한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 양식의 기밀 사항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위급상황 연락처 (선호도 순서로 연락처 기재):
이름

전화 번호

휴대폰 번호

학생과의 관계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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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보– 추가
국적 (선택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

출생 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종교: ______________. 종교 교육에서 학생이 빠질 예정입니까?
학생의 모국어:

예

아니오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의 민족 배경: ..................................................................원주민
..............................................................................................토레스 해협 섬주민 (TSI)
..............................................................................................원주민 및 TSI 모두 해당

학생이 가정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합니까? ............................................................... 예
아니오
학생이 가정에서 주로 영어를 사용합니까? ........................................................................... 예
아니오
(언어가 두 개 이상일 경우,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아니오, 영어만
언어를 표시하십시오)
예, 기타 - 명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호주 시민권/영주권자: ...........................................................................................................

예

아니오

호주 입국 날짜: _____________비자 서브 클래스 번호: ________비자 서브 클래스 번호 만기일: _________
유학생 수업료 지불 (아는 경우): ............................................................................................

예

아니오

학생이 다음 수당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받고 있습니까?
중등교육 지원 (Secondary Assistance)

청소년 수당 (Youth Allowance)

벽지출신 학생지원 (Assistance for Isolated Children (AIC))

원주민 학비보조 (Abstudy)

이전의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변경 이유 (선택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전에 가정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경우 교육 지역을 명시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학 이유 (선택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밀 사항
접근 제한 – 이 학생은 케어, 복지 및 발달과 관련된 법원 명령 하에 있습니까? ....................
‘예’일 경우, 증빙 서류를 명시하고 첨부하십시오.

예

아니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학생은 아동보호및가족지원부 (CPFS) 장관의 보호 하에 있습니까?

.....................................................................................................................

예

아니오

‘예’일 경우, CPFS 케이스 매니저의 이름과 소속된 CPFS 부서 및 연락처 번호를 명시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동의서
부모 동의서는 다양한 학교 활동을 위해 첨부 2 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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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보 – 의료/건강
아래 정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가능한 별도의 양식 (학생 의료 요약)을 모든 학생들을 위해 작성해야 합니다.
참조: 학교에서 지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들은 추가 양식(들)을 학교에서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에게 장애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일 경우, 장애를 명시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래 영역에서 자녀의 장애에 관한 문서가 있는 것에 표시하십시오. 이 문서 사본은 학교 기록을 위해 요청될
것입니다.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청각 장애
특정 말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중증 정신 질환
전체적 발육 지체 (6 세 이전)
시력 장애
신체 장애

학생은 질환이 있거나 집중적인 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일 경우, 표시하십시오.
알레르기 - 과민증
청각 장애 (예: 중이염)
알레르기 – 기타 ___________________
정신 건강 혹은 행동 (예: 우울증,
천식
ADD/ADHD)
당뇨
집중적인 의료 필요 (예: 관급식(tube feeding))
진단된 편두통/두통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작 장애 (예: 간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료기관 (이름 및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사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치과 (해당될 경우, 이름 및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치과의사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메디케어 번호: __ __ __ __
헬스 케어 카드 (해당될 경우):

__ __ __ __ __

예

______ 만기일: ___ / _________

아니오. ‘예’일 경우, 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만기 날짜 ____________.

구급차 보장 보험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의료 응급 상태가 발생할 경우 학부모 혹은 후견인이 구급차 비용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부모/후견인 정보
학부모/후견인 1 정보
호칭: ____ 이름 (first name): _______________ 두 번째 이름: ______________ 성 (surname)___________
학생과의 관계 표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 사항을 보유하는지 여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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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 부과금 청구:

아니오 ‘아니오’일 경우, 책임자 명시: ____________________

예

우편 주소 (학생 거주지 주소와 다른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가정):

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업/직장 위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직장):

______________________

휴대폰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정에서 주로 영어를 사용하십니까? ....................................................................................
가정에서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아니오, 영어만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할 경우 가장 자주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

예

아니오

예, 다른 언어 - 명시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초등학교 혹은 중등학교에서 이수한 최고 학년은
무엇입니까?
12 학년 혹은 이와 동등
11 학년 혹은 이와 동등
10 학년 혹은 이와 동등
9 학년 혹은 이와 동등 혹은 그 미만

이수한 최고 자격 수준이 무엇입니까?
학사 학위 혹은 그 이상
고급 디플로마/디플로마
써티피키트 I - IV (트레이드 써티피키트 포함)
초중등학교 이외의 자격증 없음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경우, ‘9 학년 혹은 이와 동등 혹은 그 미만’에 표시하십시오)
직업군이 무엇입니까? _______ (1, 2, 3 혹은 4 를 기재. 첨부 1 에 제공된 목록에서 적절한 부모 직업군을
선택하십시오. 현재 유급 직장이 없지만 지난 12 개월 내에 직장이 있었다면 마지막 직장을 기재하십시오. 하지만 지난
12 개월 동안에 유급 직장이 없었을 경우, 위에서 ‘8’을 기재하십시오).

학부모/후견인 2 정보
호칭: ____ 이름 (first name): _______________ 두 번째 이름: ______________ 성 (surname)___________
학생과의 관계 표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 사항을 보유하는지 여부 표시:
요금과 부과금 청구:

예

학생의 일일 케어 혹은
아니오

학생의 장기적 케어.

‘아니오’일 경우, 책임자 명시: ___________________

우편 주소 (학생 거주지 주소와 다른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가정):

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업/직장 위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직장):

______________________

휴대폰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정에서 주로 영어를 사용하십니까? .................................................................................... 예
아니오
가정에서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아니오, 영어만
예, 다른 언어 - 명시하십시오: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할 경우 가장 자주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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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혹은 중등학교에서 이수한 최고 학년은
무엇입니까?
12 학년 혹은 이와 동등
11 학년 혹은 이와 동등
10 학년 혹은 이와 동등
9 학년 혹은 이와 동등 혹은 그 미만

이수한 최고 자격 수준이 무엇입니까?
학사 학위 혹은 그 이상
고급 디플로마/디플로마
써티피키트 I - IV (트레이드 써티피키트 포함)
초중등학교 이외의 자격증 없음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경우, ‘9 학년 혹은 이와 동등 혹은 그 미만’에 표시하십시오)
직업군이 무엇입니까? _______ (1, 2, 3 혹은 4 를 기재. 첨부 1 에 제공된 목록에서 적절한 부모 직업군을
선택하십시오. 현재 유급 직장이 없지만 지난 12 개월 내에 직장이 있었다면 마지막 직장을 기재하십시오. 하지만 지난
12 개월 동안에 유급 직장이 없었을 경우, 위에서 ‘8’을 기재하십시오).
기타 연락처
호칭: ____ 이름 (first name): _______________ 두 번째 이름: ______________ 성 (surname)___________
학생과의 관계 표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우편 주소 (학생 거주지 주소와 다른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가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업/직장 위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직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휴대폰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록되길 원하는 기타 연락처가 있을 경우 학교에 알려 주십시오.
서명
학생을 등록하는 사람의 성명:
호칭: ____ 이름 (first name): _______________ 두 번째 이름: ______________ 성 (surname)___________
학생과의 관계 표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킨더가튼을위한 등록일 경우, 본인은 이 양식이 등록만을 위한 것임을 선언합니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독립한 미성년자 및 18 세 이상은 스스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교장의 승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장 서명

승인 / 비승인
날짜: 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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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Insert
Logo]
(optional)

동의서
[Insert name of school]에서 우리는 귀하의 자녀에게 최대 범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가능한
모든 시간에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는 종종 학부모 동의서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양식은 귀하가 자녀의 학교 프로그램의 몇 가지 관점에서 참여/이용/접근하는 것에 동의 (혹은
반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주의 의무 관점에서 최상의 기준을 시행하기 위해 항상 최상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미디어 동의
아동의 사진 및/또는 이들의 학업 내용은 종종 발행이 되어 그 탁월함이나 노력을 인정받고 신문,
인터넷, 회보 혹은 필름이나 비디오에 게재됩니다. 아동의 이름은 포함될 수 있지만 연락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촬영한 학업 내용/사진은 위에 명시된 목적 하에 필요한 시간
이상으로는 보관되지 않으며 안전하게 저장되고 폐기될 것입니다.
예, 위에 기술된 대로 본인의 자녀가 자신의 사진 및/혹은 학업 내용이 발행되도록 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의 온라인 정책의 부록 F 를 참조하십시오.

인터넷 이용
학생의 인터넷 이용은 학교 정책 (사무실 혹은 학교 웹사이트에서 가능)에 따라 제공됩니다. 학생의
이용은 사용자 강령 준수 여부에 따릅니다.
예, 본인의 자녀가 학교 정책에 따라 인터넷 이용 허가를 받는데 동의합니다.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의 정책 및 학생의 온라인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시청 동의
아이들은 종종 비디오/DVD/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학습의 일환으로 시청합니다. 이들은 거의 항상
‘G’등급이며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PG’ 등급으로 된 것이 학부모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 교사 및 학교 행정에 따라 적절한 경우 ‘PG’ 등급으로 된 자료물을 본인의 자녀가
시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지 야외 학습
아이들은 가끔 교사의 지도 하에 가벼운 야외 학습을 위해 지역 내에서 도보 여행을 하고 현지 공원,
자연, 타학교, 시의회 도서관 혹은 쇼핑 센터에서의 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경우에
학부모는 현지 야외 학습 통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 본인의 자녀가 학교에서 출발하여 학교로 돌아오는 짧은 도보가 포함된 교사 지도 하의
현지 야외 학습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또한 회보를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www………에 가입하십시오.
[school to include this sentence re the website and newsletter if they wish].
학생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년/학급/교실: _________________

동의서에 서명하는 사람의 이름:
호칭: ____ 이름 (First Name): __________ 두 번째 이름: ________ 성 (Surname):
_______________
학생과의 관계 명시 (예: 학부모/후견인/책임자): 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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