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nsert
Logo]
(optional)

[Insert School Name]

등록신청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공립학교 등록용)

OFFICE USE ONLY
Date receiv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Year Leve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irth certificate/Passport/Travel document sighted (Circle).
Student resides within local intake area  YES  NO
Visa sighted:
 YES  NO
Family Court Order/s:
 YES  NO

1

APPLICATION:
NOT ACCEPTED

ACCEPTED /

학교에 이미 등록한 의무교육 학년에 있는 학생들은 매년 해당 학교에 신규 신청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언
아래 아동과 관련하여 본 등록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 및 진술은 정확하고 올바른 내용입니다:
아동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동을 등록하는 사람의 이름:
호칭: ____ 첫 번째 이름: _______________ 두 번째 이름: ____________ 성 (surname): ______________________

아동과의 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독립한 미성년자 및 18 세 이상인 사람은 본인 스스로 신청할 수도 있음)
전화 (자택): ______________

전화 (직장): 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

휴대폰: 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

참조: 아동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한 학교에서만 킨더가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 이 신청서에 제공된 진술이 나중에 거짓 혹은 오도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 신청서에 대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해당 학교에서 점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공할 서류

점검 목록:
확인란
에 *‘X’를 기재하여 본 신청서에 첨부된 (혹은 확인된) 각 서류를 표시하십시오.
*참조: 정보를 본 양식에 입력할 경우 확인란을 더블클릭하고 기본 값 ‘Checked’라는 표제 하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여
OK 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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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증명서 (원본 혹은 공증된 사본) 혹은 발췌 혹은 기타 신분증 서류 (해당될 경우) ......................
(교장은 증빙서류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등록 절차 안내 3.5.1 을 참조할 것임)
‘예방주사 증명서’ ...............................................................................................................................
가정 법원 혹은 기타 법원 명령 사본 (해당될 경우)....................................................................
주소 증빙 서류 (첨부된 학부모 정보에서 요청된 문서 참조) .............................................................
정학 혹은 퇴학과 관련된 정보 ............................................................................................................
장애와 관련된 정보 ............................................................................................................................

자녀가 호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경우 아래 사항의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1.
2.
3.

호주 입국 날짜 ...................................................................................................................................
여권 혹은 여행 서류 ...........................................................................................................................
현행 비자 서브클래스 및 이전 비자 서브클래스 (해당될 경우)....................................................

자녀가 임시 비자 소지자일 경우, 아래에서 제공하는 등록 확정서 혹은 전학 허가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
국제 교육 및 훈련 (ETI). 이메일: study.eti@dtwd.wa.gov.au
(수업료 전액 납부 유학생 비자, 서브 클래스 571 을 소지한 경우);
혹은
학생이 브리징 비자 (Bridging Visa)를 소지한 경우 학생이 신청한 비자 증빙 서류 ........................

Enrolment Pack (Part A) – Application Form
Version 2.0, 30 August 2013

Page 1

KOREAN

개인 정보 (아래에 모든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아동의 성 (surname)

이름 (Given names):

성별 (M / F):

출생일:

법적 성
(위의 성과 다를 경우):

부모/책임자 성:

Mr / Mrs / Ms /
기타:

이름:

거주지 주소 (완전한 주소여야 함):

우편번호:

교차되는 가장 가까운 거리 이름:
우편 주소 (거주지 주소와 다를 경우):

우편번호:

전화 (자택):

휴대폰 번호:

직장 (편리한 경우):

이메일:

아동의 일일 케어 혹은 장기 케어, 복지 및 발달과 관련된 가정 법원 명령이 있습니까?
아동이 접근 제한에 해당됩니까? ‘예’일 경우, 명시하시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예
예

아니오
아니오

학년: ___________
시작 날짜: 학년 시작 연도 20_____:
예
해당될 경우, 아동이 현재 등록된 연도 (예: 7학년):

아니오. ‘아니오’일 경우, 시작 날짜를 표기: __________________

해당될 경우, 아동이 현재 혹은 마지막으로 등록된 학교 이름:
이 학교에서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 등록을 신청하십니까?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 이름:

예

아니오

이 학교에 다니는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까?
이름 및 학년:

예

아니오

‘예’일 경우, 학교 이름:

예

아니오

아동이 학교에서 퇴학된 적이 있습니까?
‘예’일 경우, 학교 이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동이 현재 학교에서 정학 상태입니까?

아동이 호주 영주권자입니까?
‘아니오’일 경우, 호주 입국 날짜 표기: __________________

비자 서브 클래스 번호: __________

아동이 장애/질환이 있습니까? 이 정보는 최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아동에게 제공하도록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한
혹은 추가 자원이 필요한 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지 여부를 학교장이 고려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아래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하십시오:
신체적
지적
기타 질환
장애/질환의 성격을 대략적으로 명시하십시오 (혹은 자세한 내용을 첨부).

등록 신청서 승인: __________________ (교장 서명) __/__ /___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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