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규정 A-101
첨부 No. 3
2중2

학부모 거주 공술서
교육감 규정 A-101에 의거하여 학부모가 아파트나 주택을 서블렛하여 살고 있는 경우, 또는 단일 임차인이 임대하였거나
단일 주택소유주가 소유한 주거공간을 여러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학부모는 “주소 공술서(Address Affidavit)”를
작성하고 주 임차인 및 학부모 본인이 서명한 뒤 공증을 받아서 현재 이 주택에 학생의 가정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줘야 하며, 공술서에 임대계약서 또는 집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홈리스인 경우, 학부모는 주
임차인의 확인 및 서명 없이 본 공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섹션 A: 학생 정보 – 인쇄체로 명확히 펜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학생 성

학생 이름

성별 (선택사항)

생년월일 (월월/일일/년년)

OSIS #/학생 ID # (있는 경우)

남/여

전화번호

학생의 현재 주소 (번지, 거리, 아파트 번호 시, 주, 우편번호)

섹션 B: 학부모 정보 – 펜을 이용해 인쇄체로 분명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학부모/보호자 성

학부모/보호자 이름

학부모/보호자의 현재 주소 (번지, 거리, 아파트 번호 시, 주, 우편번호)

자택 전화

직장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섹션 C: 주 거주자/임대자 정보 – 펜을 이용해 인쇄체로 분명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주 거주자/임차인 성

주 거주자/임차인 이름

주 거주자/임차인 현재 주소 (번지, 거리, 아파트 번호 시, 주, 우편번호)

자택 전화

직장 전화

학부모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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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예상 거주 기간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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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작성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는,

의 부모로서,
(학생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입)

이에 본인이

와 함께 다음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기입)
(주 임대자의 주소 및 연락처 기재)

본인은 본인의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 임대자의 가정방문을 포함한 출석 조사를 실시할 권리가 뉴욕시 교육청에 있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학교 등록은 본인의 거주지에 의해 자격여부가 결정되며 교육청은 등록시점에 제출한 서류가 위조된 경우 학생을
전학시킬 권리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거주지가 바뀌면 자녀의 학교에 통보하고 새로운 주소 증명을 제출할 것에 동의합니다.
학부모 서명:

STATE OF NEW YORK
SS:
COUNTY OF
Sworn to before me this _______ day of _______________________, Year _________

Notary Public
주 임차인/세입자 작성
이에 저는

이
(학부모 및 자녀들의 성명 기입)

본인과 함께

에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주소 기입)

본인은 본 진술서에 서명함으로써

의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성명 기입)

또한 본인은 본 진술서에 명시된 가정의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자택 방문이나 이웃과의 인터뷰 등의 출석 조사를 실시할
권리가 뉴욕시 교육청에 있음을 이해합니다. 교육청이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다음 연락처로 본인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주 임차인 서명

STATE OF NEW YORK
SS:
COUNTY OF
Sworn to before me this _______ day of _______________________, Year _________

Notary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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