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I 
규정 715-5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등록 이전에 자녀의 아동 징계 및 범죄 경력 공개 

 
친애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께: 

 
버지니아주법 및 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라 귀하는 아래에 요청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는 학생이 다른 학교 
또는 학군으로부터 이동하는 시점에 진행 중인 퇴학 또는 장기 정학을 포함하여 등록 대상 자녀가 징계 사유로 인해 
다른 학교로부터 퇴학 조치, 장기 정학, 제적 또는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배정이 되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귀하는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것과 상관없이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버지니아주 
법령은 첨부 II에 나열된 위법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학교 보고 해당 위법에 대한 유죄 선고 또는 
비행 판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또한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는 첨부 II에 나열된 학교 보고 해당 
위법 혐의에 대해 공개를 요구합니다. 

 
귀하는 자녀를 등록하기 전에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기관은 귀하 자녀의 학업 기록 일부로 이 문서를 
기밀로 유지합니다. 귀하가 이 양식에 허위로 진술한 경우 3등급 경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은 귀하 서명에 
대한 증인이 됩니다. 

 
학생 이름:     

 
1. 귀하가 등록하는 자녀가 단일 위반으로 5일 이상 정학당한 적이 있는지요? 예 아니오 

 

2. 이전 교육기관에서 귀하가 등록하는 자녀에 대해 진행 중인 징계 조치가 있는지요?  
위와 관련하여 귀하가 등록하는 자녀가 초래한 위법(들)은 무엇이었는지요? 

 
 

3. 귀하가 등록하는 자녀가 (10일 또는 그 이상 연속) 장기 정학을 당한 적이 있는지요?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얼마 동안 지속되었는지요?     

 

4. 귀하가 등록하는 자녀가 퇴학을 당한 적이 있는지요?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위반 사유는 무엇인지요?     

 

5. 귀하가 등록하는 자녀가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회부되거나 출석한 적이 있는지요?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프로그램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6. 귀하가 등록하는 자녀가 징계 사유로 학교에서 제적당한 적이 있는지요?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해당 사유는 무엇인지요?   

 

7. 해당 아동은 범죄 또는 기타 위법에 대한 혐의 또는 비행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요?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사법 제도에서 부과한 위법 및 그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지요? 

  

 
 

학부모/보호자 서명:  날짜:  

증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