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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5단단계계  

등등록록 절절차차 

1-12학학년년 

https://www.fcps.edu/registration/general-registration-requirements 
 
 
1. 등등록록 자자격격: 자자격격 기기준준 검검토토 
학생이 물리적으로 Fairfax 카운티에 거주해야 함 

학생은 현재 최소 5세 이상이거나 9월 30일까지 5세가 되어야 함 

 

2. 등등록록: 장장소소 결결정정 

학년도 동안 언제든지 1-12학년생 자녀를 등록하고자 하는 가족들은 등록 장소를 결정하도록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설문지를 작성해야 함. 

가가정정에에서서 사사용용하하는는 언언어어 설설문문지지 https://www.fcps.edu/sites/default/files/media/forms/se82.pdf 
 
설문지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오오직직 영영어어라고만 작성한 경우? 
 
 
학생이 거주하는 통통학학구구역역 내내 배배정정학학교교에 등록. 
통학구역 내 배정학교를 확인하려면 FCPS 통학구역 (학군 경계) 탐색기를 이용:  
http://boundary.fcps.edu/boundary/ 
 
 

설문지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영영어어가가 아아닌닌 언어  
또는 영영어어 이이외외에에도도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작성한 경우 그그리리고고… 
 

마지막으로 미국 학교에 다녔던 학생… 

 

마지막으로 국제 학교에 다녔던 학생… 

 

가장 가까운 학학생생 등등록록 환환영영 센센터터에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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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부모가 반드시 물리적으로 Fairfax 카운티에 거주해야 함 

학생은 반드시 현재 최소 5세 이상이거나 9월 30일까지 5세가 되어야 함 

 

2. 등등록록: 등등록록하하려려면면 어어디디로로 가가야야 하하나나요요? 

학년도 동안 언제든지 1-12학년생 자녀를 등록하고자 하는 가족들은 등록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결정하도록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설문지를 작성해야 함. 

가가정정에에서서 사사용용하하는는 언언어어 설설문문지지  
https://www.fcps.edu/sites/default/files/media/forms/se82.pdf 
 
설문지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오오직직 영영어어라고만 작성한 경우? 
 
 
학생이 거주하는 통통학학 구구역역 내내 배배정정학학교교에 등록. 
통학 구역 내 배정학교를 확인하려면 FCPS 통학 구역 (학군 경계) 탐색기를 이용:  
http://boundary.fcps.edu/boundary/ 
 
 

설문지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영영어어가가 아아닌닌 언어  
또는 영영어어 이이외외에에도도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작성한 경우? 
 

가장 가까운 학학생생 등등록록 환환영영 센센터터에서 등록. 
 
다음 링크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를 찾기 바람. 
https://www.fcps.edu/node/34104 
 
 
알알림림: 통통학학 구구역역 내내 배배정정학학교교 또또는는 학학생생 등등록록 환환영영 센센터터를를 방방문문하하기기 전전에에 3단단계계를를 완완료료하하기기 바바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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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영영어어 이이외외에에도도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작성한 경우? 
 

가장 가까운 학학생생 등등록록 환환영영 센센터터에서 등록. 
 
다음 링크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를 찾기 바람. 
https://www.fcps.edu/node/34104 
 
 
알알림림: 통통학학 구구역역 내내 배배정정학학교교 또또는는 학학생생 등등록록 환환영영 센센터터를를 방방문문하하기기 전전에에 3단단계계를를 완완료료하하기기 바바람람. 
 

KOREAN 

5단단계계  

등등록록 절절차차 

1-12학학년년 

https://www.fcps.edu/registration/general-registration-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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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부모가 반드시 물리적으로 Fairfax 카운티에 거주해야 함 

학생은 반드시 현재 최소 5세 이상이거나 9월 30일까지 5세가 되어야 함 

 

2. 등등록록: 등등록록하하려려면면 어어디디로로 가가야야 하하나나요요? 

학년도 동안 언제든지 1-12학년생 자녀를 등록하고자 하는 가족들은 등록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결정하도록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설문지를 작성해야 함. 

가가정정에에서서 사사용용하하는는 언언어어 설설문문지지  
https://www.fcps.edu/sites/default/files/media/forms/se82.pdf 
 
설문지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오오직직 영영어어라고만 작성한 경우? 
 
 
학생이 거주하는 통통학학 구구역역 내내 배배정정학학교교에 등록. 
통학 구역 내 배정학교를 확인하려면 FCPS 통학 구역 (학군 경계) 탐색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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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영영어어가가 아아닌닌 언어  
또는 영영어어 이이외외에에도도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작성한 경우? 
 

가장 가까운 학학생생 등등록록 환환영영 센센터터에서 등록. 
 
다음 링크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를 찾기 바람. 
https://www.fcps.edu/node/34104 
 
 
알알림림: 통통학학 구구역역 내내 배배정정학학교교 또또는는 학학생생 등등록록 환환영영 센센터터를를 방방문문하하기기 전전에에 3단단계계를를 완완료료하하기기 바바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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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학학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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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등록록 자자격격: 자자격격 기기준준 검검토토 
학생이 물리적으로 Fairfax 카운티에 거주해야 함 

학생은 현재 최소 5세 이상이거나 9월 30일까지 5세가 되어야 함 

 

2. 등등록록: 장장소소 결결정정 

학년도 동안 언제든지 1-12학년생 자녀를 등록하고자 하는 가족들은 등록 장소를 결정하도록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설문지를 작성해야 함. 

가가정정에에서서 사사용용하하는는 언언어어 설설문문지지 https://www.fcps.edu/sites/default/files/media/forms/se82.pdf 
 
설문지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오오직직 영영어어라고만 작성한 경우? 
 
 
학생이 거주하는 통통학학구구역역 내내 배배정정학학교교에 등록. 
통학구역 내 배정학교를 확인하려면 FCPS 통학구역 (학군 경계) 탐색기를 이용:  
http://boundary.fcps.edu/boundary/ 
 
 

설문지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영영어어가가 아아닌닌 언어  
또는 영영어어 이이외외에에도도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작성한 경우 그그리리고고… 
 

마지막으로 미국 학교에 다녔던 학생… 

 

마지막으로 국제 학교에 다녔던 학생… 

 

가장 가까운 학학생생 등등록록 환환영영 센센터터에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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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cps.edu/node/34104 
 
 
알알림림: 통통학학 구구역역 내내 배배정정학학교교 또또는는 학학생생 등등록록 환환영영 센센터터를를 방방문문하하기기 전전에에 3단단계계를를 완완료료하하기기 바바람람. 
 

3. 서서류류: 어어떤떤 서서류류를를 준준비비하하여여 가가져져가가야야 하하나나요요? 

Fairfax 카운티 거주 증명  

자녀의 나이 증명  

자녀의 건강 정보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확인하기 바람: 
https://www.fcps.edu/registration/general-registration-requirements/documents 
 
 

4. 양양식식들들: 작작성성하하기기 바바람람 

통학 구역 내 배정학교 및/또는 환영 센터에서 양식을 얻기 바람.  
(여러분의 양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미리 전화할 것) 
 
학부모는 자녀별로 각 양식들을 작성함.  
 
다음에서 양식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음:  
https://www.fcps.edu/registration/forms 
 
 
 
5. 예예약약: 일일정정 잡잡기기 
 
통학 구역 내 배정학교 또는  
가장 가까운 환영 센터에 미리 전화할 것 (2단계)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져오고 (3단계) 
그리고 양식들을 작성할 것 (4단계) 
 
방문 시 최소한 한 명의 학부모가 자녀와 동반해야 함 
 
등록인은 언제든지 자녀 등록을 도와드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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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양식식들들: 작작성성하하기기 바바람람 

통학 구역 내 배정학교 및/또는 환영 센터에서 양식을 얻기 바람.  
(여러분의 양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미리 전화할 것) 
 
학부모는 자녀별로 각 양식들을 작성함.  
 
다음에서 양식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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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예약약: 일일정정 잡잡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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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환영 센터에 미리 전화할 것 (2단계)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져오고 (3단계) 
그리고 양식들을 작성할 것 (4단계) 
 
방문 시 최소한 한 명의 학부모가 자녀와 동반해야 함 
 
등록인은 언제든지 자녀 등록을 도와드릴 수 있음 
 
 
 
 

 
 

 
 
 

3. 서서류류: 어어떤떤 서서류류를를 준준비비하하여여 가가져져가가야야 하하나나요요? 

Fairfax 카운티 거주 증명  

자녀의 나이 증명  

자녀의 건강 정보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확인하기 바람: 
https://www.fcps.edu/registration/general-registration-requirements/documents 
 
 

4. 양양식식들들: 작작성성하하기기 바바람람 

통학 구역 내 배정학교 및/또는 환영 센터에서 양식을 얻기 바람.  
(여러분의 양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미리 전화할 것) 
 
학부모는 자녀별로 각 양식들을 작성함.  
 
다음에서 양식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음:  
https://www.fcps.edu/registration/forms 
 
 
 
5. 예예약약: 일일정정 잡잡기기 
 
통학 구역 내 배정학교 또는  
가장 가까운 환영 센터에 미리 전화할 것 (2단계)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져오고 (3단계) 
그리고 양식들을 작성할 것 (4단계) 
 
방문 시 최소한 한 명의 학부모가 자녀와 동반해야 함 
 
등록인은 언제든지 자녀 등록을 도와드릴 수 있음 
 
 
 
 

 
 

 
 
 

3. 서서류류: 어어떤떤 서서류류를를 준준비비하하여여 가가져져가가야야 하하나나요요? 

Fairfax 카운티 거주 증명  

자녀의 나이 증명  

자녀의 건강 정보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확인하기 바람: 
https://www.fcps.edu/registration/general-registration-requirements/documents 
 
 

4. 양양식식들들: 작작성성하하기기 바바람람 

통학 구역 내 배정학교 및/또는 환영 센터에서 양식을 얻기 바람.  
(여러분의 양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미리 전화할 것) 
 
학부모는 자녀별로 각 양식들을 작성함.  
 
다음에서 양식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음:  
https://www.fcps.edu/registration/forms 
 
 
 
5. 예예약약: 일일정정 잡잡기기 
 
통학 구역 내 배정학교 또는  
가장 가까운 환영 센터에 미리 전화할 것 (2단계)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져오고 (3단계) 
그리고 양식들을 작성할 것 (4단계) 
 
방문 시 최소한 한 명의 학부모가 자녀와 동반해야 함 
 
등록인은 언제든지 자녀 등록을 도와드릴 수 있음 
 
 
 
 

 
 

 
 
 

3. 서서류류: 어어떤떤 서서류류를를 준준비비하하여여 가가져져가가야야 하하나나요요? 

Fairfax 카운티 거주 증명  

자녀의 나이 증명  

자녀의 건강 정보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확인하기 바람: 
https://www.fcps.edu/registration/general-registration-requirements/documents 
 
 

4. 양양식식들들: 작작성성하하기기 바바람람 

통학 구역 내 배정학교 및/또는 환영 센터에서 양식을 얻기 바람.  
(여러분의 양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미리 전화할 것) 
 
학부모는 자녀별로 각 양식들을 작성함.  
 
다음에서 양식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음:  
https://www.fcps.edu/registration/forms 
 
 
 
5. 예예약약: 일일정정 잡잡기기 
 
통학 구역 내 배정학교 또는  
가장 가까운 환영 센터에 미리 전화할 것 (2단계)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져오고 (3단계) 
그리고 양식들을 작성할 것 (4단계) 
 
방문 시 최소한 한 명의 학부모가 자녀와 동반해야 함 
 
등록인은 언제든지 자녀 등록을 도와드릴 수 있음 
 
 
 
 

 
 

 
 
 

3. 서서류류: 어어떤떤 서서류류를를 준준비비하하여여 가가져져가가야야 하하나나요요? 

Fairfax 카운티 거주 증명  

자녀의 나이 증명  

자녀의 건강 정보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확인하기 바람: 
https://www.fcps.edu/registration/general-registration-requirements/documents 
 
 

4. 양양식식들들: 작작성성하하기기 바바람람 

통학 구역 내 배정학교 및/또는 환영 센터에서 양식을 얻기 바람.  
(여러분의 양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미리 전화할 것) 
 
학부모는 자녀별로 각 양식들을 작성함.  
 
다음에서 양식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음:  
https://www.fcps.edu/registration/forms 
 
 
 
5. 예예약약: 일일정정 잡잡기기 
 
통학 구역 내 배정학교 또는  
가장 가까운 환영 센터에 미리 전화할 것 (2단계)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져오고 (3단계) 
그리고 양식들을 작성할 것 (4단계) 
 
방문 시 최소한 한 명의 학부모가 자녀와 동반해야 함 
 
등록인은 언제든지 자녀 등록을 도와드릴 수 있음 
 
 
 
 

 
 

 
 
 

KOREAN 

5단단계계  

등등록록 절절차차 

1-12학학년년 

https://www.fcps.edu/registration/general-registration-requirements 
 
 
1. 등등록록 자자격격: 자자격격 기기준준 검검토토 
학생이 물리적으로 Fairfax 카운티에 거주해야 함 

학생은 현재 최소 5세 이상이거나 9월 30일까지 5세가 되어야 함 

 

2. 등등록록: 장장소소 결결정정 

학년도 동안 언제든지 1-12학년생 자녀를 등록하고자 하는 가족들은 등록 장소를 결정하도록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설문지를 작성해야 함. 

가가정정에에서서 사사용용하하는는 언언어어 설설문문지지 https://www.fcps.edu/sites/default/files/media/forms/se82.pdf 
 
설문지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오오직직 영영어어라고만 작성한 경우? 
 
 
학생이 거주하는 통통학학구구역역 내내 배배정정학학교교에 등록. 
통학구역 내 배정학교를 확인하려면 FCPS 통학구역 (학군 경계) 탐색기를 이용:  
http://boundary.fcps.edu/boundary/ 
 
 

설문지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영영어어가가 아아닌닌 언어  
또는 영영어어 이이외외에에도도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작성한 경우 그그리리고고… 
 

마지막으로 미국 학교에 다녔던 학생… 

 

마지막으로 국제 학교에 다녔던 학생… 

 

가장 가까운 학학생생 등등록록 환환영영 센센터터에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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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oundary.fcps.edu/boundary/
  
https://www.fcps.edu/node/3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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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등록록 자자격격 
학생과 부모가 반드시 물리적으로 Fairfax 카운티에 거주해야 함 

학생은 반드시 현재 최소 5세 이상이거나 9월 30일까지 5세가 되어야 함 

 

2. 등등록록: 등등록록하하려려면면 어어디디로로 가가야야 하하나나요요? 

학년도 동안 언제든지 1-12학년생 자녀를 등록하고자 하는 가족들은 등록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결정하도록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설문지를 작성해야 함. 

가가정정에에서서 사사용용하하는는 언언어어 설설문문지지  
https://www.fcps.edu/sites/default/files/media/forms/se82.pdf 
 
설문지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오오직직 영영어어라고만 작성한 경우? 
 
 
학생이 거주하는 통통학학 구구역역 내내 배배정정학학교교에 등록. 
통학 구역 내 배정학교를 확인하려면 FCPS 통학 구역 (학군 경계) 탐색기를 이용:  
http://boundary.fcps.edu/boundary/ 
 
 

설문지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영영어어가가 아아닌닌 언어  
또는 영영어어 이이외외에에도도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작성한 경우? 
 

가장 가까운 학학생생 등등록록 환환영영 센센터터에서 등록. 
 
다음 링크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를 찾기 바람. 
https://www.fcps.edu/node/34104 
 
 
알알림림: 통통학학 구구역역 내내 배배정정학학교교 또또는는 학학생생 등등록록 환환영영 센센터터를를 방방문문하하기기 전전에에 3단단계계를를 완완료료하하기기 바바람람. 
 

다음 링크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를 찾기 바람. 
https://www.fcps.edu/node/34104 
 
 
알알림림: 통통학학구구역역 내내 배배정정학학교교 또또는는 학학생생 등등록록 환환영영 센센터터를를 방방문문하하기기 전전에에 3단단계계를를 완완료료하하기기 바바람람. 
 

3. 서서류류: 준준비비하하여여 가가져져올올 서서류류 

Fairfax 카운티 거주 증명  

자녀의 나이 증명  

자녀의 건강 정보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확인하기 바람: 
https://www.fcps.edu/registration/general-registration-requirements/documents 
 
 

4. 양양식식들들: 작작성성하하기기 바바람람 

통학구역 내 배정학교 및/또는 환영 센터에서 양식을 얻기 바람.                                                               
(여러분의 양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미리 전화할 것) 
 
학부모는 자녀별로 각 양식들을 작성함.  
 
다음에서 양식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음:  
https://www.fcps.edu/registration/forms 
 
 
 
5. 예예약약: 일일정정 잡잡기기 
 
통학 구역 내 배정학교 또는   
가장 가까운 환영 센터에 미리 전화할 것 (2단계)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져오고 (3단계) 
그리고 양식들을 작성할 것 (4단계) 
 
방문 시 최소한 한 명의 학부모가 자녀와 동반해야 함 
 
등록인은 언제든지 자녀 등록을 도와드릴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