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렌뷰 34 학군 

법적 거주 확인서 

 

집 전화 번호:    

주소:     
(거리. 아파트., 시, 우편번호) 

이메일:     

 

아래에    34 학군 PRE-K – 8 학년 학생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학생' 성(Last Name):    이름(First name):        학교:      

학생' 성(Last Name):    이름(First name):        학교:      

학생' 성(Last Name):    이름(First name):        학교:      

학생' 성(Last Name):    이름(First name):        학교:      

     

 

본인       은(는) 이로써 본인이 위에 기재된 학생(들)의 학부모/법적 보호자로서 위에 

명시된 주소에 (월/연도)   부터 거주해왔으며, 현재 이 주소에 거주 중임을 진술합니다. 위에 이름이 명시된 자녀는 이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0~21 학년도 동안 계속 이곳에 거주할 것입니다. 

 

! 본인은 이를 본인의 영구 주소로 간주합니다. 

 

거주의 확인 수단으로 거주 증명 요건(Proof of Residency Requirement) 양식에 명시된 대로 서류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 또는 

해당 학군 담당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는 

! 본인은 필수 서류 세(3) 부를 제공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 

우리 가족은 영구 거주지가 없습니다. 시작 시기:      

마지막 영구 거주지 주소:        

마지막 출석 학교:          

! 보호소, 호텔, 모텔, 캠핑장, 또는 다른 유사한 r 거주 상황 

! 주택 상실, 경제적 곤란, 또는 유사한 이유로 타인과 함께 거주 

! 기차 또는 버스정류장 , 공원 또는 자동차에서 생활  

! 버려진 아파트/건물에 거주 

! 이재민  

! 보호자 없는 청소년 

! 임시 무주택  아동 ,  DCF 의 영구 위탁 보호 배치 대기 중 

! 기타             

자녀에게 추가 서비스 수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등록 직원에게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시거나       학군 
McKinney-Vento 연락관에  (847) 998-5071 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협력하고 있는 사회 복지 기관이 있으면 표시해 주십시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양육권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서 당 학년도 동안 34 학군 경계를 벗어나 이사하게 되면, 본인이 더 이상 법적 거주자가 

아님을 학교장에게 알릴 책임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이를 읽고 다음을 이해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비거주자 부과금을 지불하지 않고 학생을 당 학군 내 

학교에 출석하게 할 목적으로 교육구 담당자에게 고의로 또는 계획적으로 학생의 거주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C등급 경범죄(Class C misdemeanor)에 대해 유죄입니다. (105ILCS 5/1-2012b.) 

 

본인은 위에 명시된 정보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위에 이름이 기재된 학생(들)이 글렌뷰 34 학군에 출석할 법적인 

자격이 없으며, 학군에서 학생이 당 학군에 출석할 법적 자격이 없이 출석한 각 수업일에 대해 유효한 수업료(1 인당 연간 약 

$13,532)를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는 본인의 책임임을 이해합니다. 

 

 

  날짜:       

위 학생(들)의 학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서명 

OFFICE&USE&

Approved:)) ) )
Date:)) ) ) )
Own:)) ) ) )
Rent:)) ) ) )
Other:)) ) ) )

Pending:)
1.)) ) ) )
2.)) ) ) )



거주 확인 

2020~21 학년도 

 

무료 수업료 기반으로  글렌뷰  34 학군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기반에서 당 학군 

경계 내에 물리적으로 거주하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 거주 확인은 34 학군에 새로 전입한 

학생   , 가족이 전 학년도 동안 당 학군 내로 이사한 학생  , 조기 교육 , 유치원, 3 학년, 

6 학년에 입학하는 학생, 임대차 계약이 전 학년도 동안 만료한 가족     및 당 학군에서 

결정하는 다른 가족에 해당됩니다. 

 

자녀의 등록이 지연되지 않게 하시려면 5 월 24 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법적 거주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당 서류 1 벌이 필요하며, 여러 장의 사본을 받으시면 한 장만 

제외하고 모두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 학교 첫 수업일자 또는 이번 달자로 최신 상태이어야 합니다. 

• 이름과 주소(공과금 고지서의 경우 공급지 주소(service address))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주 확인 서류 제출 방법: 

1. 온라인 제출: www.glenview34.org/residency 

2. 우편 제출: Residency Clerk 

Glenview School District 34 

1401 Greenwood Rd 

Glenview, IL 60026 

 

 

등록 시 접수한 정보가 거주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않을 경우, 34 학군은 거주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러한 방법으로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추가 증빙서류 요청 

• 직접 가정 방문 

 

34 학군에서 해당 학부모/보호자가 당 학군의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할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 해당 학생의 즉각적인 퇴교 통지를 받게 되며, 일리노이주 학교법(Illinois School Code) 

105 ILCS 5/10-20.12b 에 명시된 이의제기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당 학군은 학생이 거주자가 아니었던 시기 동안 출석한 전체 기간에 대해 학생 1 인당 1 일 

수업료를 학부모/보호자에게 부과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업료 징수 강제 

집행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커뮤니케이션 담당자(Eric Miller, Assistant Superintendent for Business Services)에  

(847) 998-500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21 학년도 주거 요건 

 

주거를 증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문서가 필요합니다. 

가족당 서류 한 벌이 필요합니다. 

 

소유주가 아니거나, 임대차 또는 월 임대 계약서가 없으시면 주거부(Residency 

Department)에 문의해 학생 거주 선서 진술서(Student Residency Affidavit) 양식을 

받으십시오. 

 

자가 소유자 장/단기 세입자 

 

필수 구비 서류: 

서명한 현재 거주 확인서(Affirmation of 

Residency)(동봉) 

 

및 

 

다음 서류 중 두 가지: 

• 현재 일리노이 주 차량 등록증(Vehicle 

Registration)  

• 최신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ComEd 등) 

• 최신 가스요금 고지서 사본(Nicor 등) 

 

및 

 

다음 서류 중 한 가지: 

• 최신 부동산세 납세 증빙(말소 수표, 

Cook County Collector 영수증 등), 

또는 

• 최신 부동산세 분납 고지서(Cook 

County Treasurer 웹 사이트에서), 

또는 

• 이름, 피보험지 주소 및 주택 소유주의 

보험 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최신 

주택소유 보험 증서, 또는 

• 새 주택 소유주의 경우에만, 위 서류의 

대체 서류로 마무리(closing) 서류 중 

정산 내역서(Settlement Statement). 

(이 옵션은 최신 주택 매입을 

마무리하고 아직 현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한 가족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 

서명한 최신 거주 확인서(Affirmation of 

Residency)(동봉) 

 

및 

 

다음 서류 중 두 가지: 

• 최신 일리노이 주 차량 등록증(Vehicle 

Registration)  

• 최신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ComEd 등) 

• 최신 가스요금 고지서 사본(Nicor 등) 

 

및 

 

다음 서류 중 한 가지: 

• 유효한 최신 임대차 계약서(서명과 날짜 

기입필) 또는 임대주 진술서(서명과 

날짜 기입필), 또는 

• 지난 2 개월간의 월 임대료 납부 

증빙(말소 수표, 영수증 또는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임대주의 

진술서(임대주의 전화번호가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또는 

• 이름, 피보험지 주소, 거주자/보험 

계약자 보험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최신 

임대 보험 증서 

 

 

 

 

첫 등교일 전에 기한이 만료되는 서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례별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문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