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2018 학년도 

신청인은 해당 사항과 관련된 경우, 학생 ID 번호 등의 요청되는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양식을 모두 작성하면 학생이 

등록되기를 원하는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2018 학년도 1차 선택 학군 등록 시기는 2017년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학생 정보 

이름:    

     학생의 성 학생의 이름 M.I. 

주소:    

 도로명 학생 생년월일 학생 ID # 

    

 도시 주 우편번호 

낮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밤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학생은 Jeffco 주민입니까? 예   아니요  

대체 연락처  

학부모 이름:  이메일 주소:  

학생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이름:   

현재 학년: 
 

신청한 Jeffco 학교: 
 

학생이 진학 예정인 

학년: 
 

요청 프로그램(해당하는 경우) 

(IB, STEM 등): 

 

학생의 거주지 학교:  

 

다음 정보는 추첨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학생이 특수 교육 서비스(IEP)를 받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1. 선택 학군 등록의 신청이 승인되면 학교 등급(초등, 중등, 고등)에서 남은 학년까지 재학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2. 지정된 주거지 인근 학교에 돌아가기를 원하거나 다른 학교에 등록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선택 학군 신청서 또는 행정 전학 신청서를 해당 

신청의 신청 기간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3. 모든 선택 학군 등록 고등학생은 CHSSA(콜로라도 고등학교 활동협회)의 모든 요구사항과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족의 실제 거주지 이동 

없이 A 학교에서 B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은 지난 12개월간 학생이 참여했던 스포츠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정규 시즌 대회의 전반 50%에 학교 

대표팀으로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요소도 체육 활동 자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4. 선택 학군을 등록하는 학생에게는 교통수단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형제 우선권 

Jeffco 공립 학교 방침에 따라 한 가정의 자녀는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등록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한 자녀가 반드시 요청한 학교에 현재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학교에 계속 재학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형제 우선권에 해당합니까? 

예   아니요  
 

형제 정보: 

 
성:  이름:  학생이 진학 예정인 학년:  

성:  이름:  학생이 진학 예정인 학년:  

성:  이름:  학생이 진학 예정인 학년:  

 

본인은 자녀가 지정된 주거지 인근 학교 이외의 다른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신청합니다. 이 요청이 남아 있는 자리 수에 따라 승인될 것이며 

본인의 자녀가 지정된 주거지 인근 학교 이외의 다른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유치원 선택 등록은 

종일반 프로그램 입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본 서류에 제공한 정보가 진실되고 완전하며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날짜:  
 

School Use Only: 
Approved   Denied 

Date application received: Placement date: 

Receiving principal’s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istribute copies to: 
1. Parent 
2. Sending school principal 
3. Receiving school principal 

 

 

1차 선택 학군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