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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taff Use Only)

Date sent to ESD:

2017-2018 재가입자 신청서
Center Location ID:

2017-2018 Returning Application

자녀 정보

섹션 A: 자녀 정보
자녀 이름:

중간 이니셜: ____ 성씨: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전화번호:

주소:
아파트명/호수:

______________ __________

____

시:

__ 우편번호:

아동 정보

섹션 B: 건강 및 발달 정보
 호흡기(천식, RSV, RAD, 기타)
 당뇨
 발작
 심장 질환
 식품 알레르기(기입):
 연하(Swallowing)
 비식품 알레르기(기입):
 기타(기입):
자녀의 건강에 대한 기타 우려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
예인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표시:
 영양 공급 및/또는 특별 식이 요법
출생시 저체중(5.5 파운드 이하)  청각 문제  치통/ 충치/ 구강 출혈
 시력
 정신 건강
 약물/음주 문제
 음식 과민증(기입):
 기타 건강 우려 사항(기입):
자녀에게 의료보험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
"예"인 경우, 종류:  Apple Health/ProviderOne  개인 보험  Indian Health  기타:
자녀에게 치과 보험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
"예"인 경우, 종류:  Apple Health/ProviderOne  개인 보험  Indian Health  기타:
자녀가 다음과 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표시):
 학대/방치  전기 위탁 보호  행동으로 인해 보육원 퇴출을 권고받음
자녀에게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 표시):
 개별화 교육 계획(IEP)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IFSP)  장애 판정
 지난 6 개월간 신생아에서 3 세까지 조기 중재(Early Intervention Birth to 3) 프로그램에 등록
자녀의 발달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
예인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표시:
 언어/말하기(소리내기, 말하기 지체, 이해하기 어려운 말 및/또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소근육 운동(쥐기, 그리기, 쓰기 및/또는 옷 입기)
 행동(때리기, 물기, 짜증 및/또는 협조 거부)
 대근육 운동(걷기, 오르기, 던지기, 돌기, 눈 마주침 부족, 기능 손실)
 기타 발달 문제:

섹션 C: 가족 정보

부모/보호자 정보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  한쪽 부모/보호자  양쪽 부모/보호자
신청인과 부모(들)/보호자(들)의 관계:
 위탁 부모(들)
 조부모(들)
 고모, 이모, 숙모/고모부, 이모부, (외)삼촌
 생물학적 부모(들)
 입양 부모(들)
 의붓 부모(들)
 기타:
부모/보호자  어머니  아버지  기타
부모/보호자  어머니  아버지  기타
성명:
주소 - 자녀와 다른 경우:

성명:
주소 - 자녀와 다른 경우:

1 차 연락처:
 집  휴대전화  직장  메시지

1 차 연락처:
 집  휴대전화  직장  메시지

보조 연락처:
 집  휴대전화  직장  메시지

보조 연락처:
 집  휴대전화  직장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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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 재가입자 신청서

2017-2018 Returning Application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

부모/보호자 정보

월

생년월일:

/
일

/

년

월

/
일

교육 수준(최종 학력에 체크 표시)

교육 수준(최종 학력에 체크 표시)

 6 학년 이하
 7 학년
 8 학년
 9 학년
 10 학년
 11 학년
 12 학년 (미 수료)

 6 학년 이하
 7 학년
 8 학년
 9 학년
 10 학년
 11 학년
 12 학년 (미 수료)

 고졸 학력 인증서(GED)
 고등학교 졸업
 대학/고급 학위 직업훈련
 대학 학위/직업훈련 자격증
 준학사 학위
 학사 학위
 석사 학위

부모 또는 후견인이 미군에서 복무 중입니까?  아니요
부모 또는 후견인이 미군 참전 용사입니까?
 아니요
부모 또는 후견인이 직업 훈련 또는 학업
중입니까?
 아니요
부모 또는 후견인이 고용된 상태입니까?
 아니요
 정직원  시간제 직원  임시직  은퇴  장애인
고용 상태인 경우,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예
예
예
예

년

 고졸 학력 인증서(GED)
 고등학교 졸업
 대학/고급 학위 직업훈련
 대학 학위/직업훈련 자격증
 준학사 학위
 학사 학위
 석사 학위

부모 또는 후견인이 미군에서 복무 중입니까?  아니요
부모 또는 후견인이 미군 참전 용사입니까?  아니요
부모 또는 후견인이 직업 훈련 또는 학업
중입니까?
 아니요
부모 또는 후견인이 고용된 상태입니까?
 아니요
 정직원  시간제 직원  임시직  은퇴  장애인
고용 상태인 경우,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통역 지원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예

통역 지원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예

귀하가 사용하는 언어(들)는 무엇입니까?

귀하가 사용하는 언어(들)는 무엇입니까?

예
예
예
예

최적의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귀하 본인 및 가족이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장애/근로 불가
 직업/고용
 가족 또는 친구들의 지원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음
 약물/음주 문제
 학습 장애
 이민자/난민(지난 3 년)  건강 우려 사항
 건강 보험
 상실/애도
 부모(들)의 감금
 가정 폭력
 주거
 법적 분쟁
 군 복무(현재 또는 작년)
 이민
 정신 건강, 산후 우울증, 불안증, 우울증, PTSD
 과거에CPS 관여
 지난 12 개월 중 노숙(현재는 아님)

본인은 본인이 아는 한 최선을 다해 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 제공한 정보는 본인 자녀의 조기 학습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참고: 신청서에 작성한 해당 정보는 기밀이며 참여 자격 결정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해당 정보는 이민국 또는 정부
당국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모/보호자 서명:

날짜:
For Staff Use Only

Is this child returning to the same center?  No  Yes

If not, which center is the child returning to? ___________________________
 MD Statement for Administration of Medications (as needed)
Forms Needed: New
 Parent/Guardian Consent and Emergency Treatment
 Medical Exam (every 12 months for preschool, more frequent for
 Safe Arrival/Departure Agreement
EHS)
 Release/Exchang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as needed)
 Dental Exam (every 6 months)
 Parent Interest Survey
 New H & D History if longer than 2 years in program
 Family Engagement Survey
 Child Health Plan (as needed, NPLT – PLT done by SRC Health for
 Initial School Readiness Goal Form
EHS/HS, Nurse Consultant for ECEAP)
 Child Enrollment Information Form (Preschool or
 HIPAA (Health Information Exchange – only as needed)
Infant/Toddler)
 Parent Authorization for Medication Administration (as needed)
 Family Enrollment Visit Record
Update or Review/Parent re-sign and date
 Family Partnership Agreement (EHS Home Based Only)
 Health/Developmental History (review or update for year 1&2,
 Family Partnership Plan
new form for 3rd year)
 Eligibility Verification Form (EHS transferring to preschool or 3rd  Race & Ethnicity Form (complete if missing from current year)
year HS)
 Food Introduction Record Form (EHS)

Revised 01/2017
08.001.84 NChu

Page 2 of 2
Language: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