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정보

학생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MCPS_학생번호: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생년월일:_____/____/_____

학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년:_________

위의 소유지가 연방정부 주택 또는 공영 주택입니까?__<>예 <> "예:의 경우,_소유지의 이름을 적어주세요.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후견인 정보
1.___제복직 근무
학부모/후견인이_
2022년_10월_5
일에 현역 주 정부_
군인,_소방,_경찰_
직원이었습니까?
o  예,_정보 항목을_

기재한 후 날짜를_
적고 서명을_
합니다.

o _아니요,_2부로_
가십시오.

미국 군인
학부모/후견인 이름_(성,_이름,_중간 이름 이니셜)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군사 계급/직급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군종(Branch_of_Service): o 공군(Air_Force) o 육군(Army) o 연안 경비대(Coast_Guard) o 해병대(Marine_Corps)  
o 해군(Navy) o 해양대 기청 지원단(NOAA_Corps) o 미국 공중 보건국(USPHS)
o 우주군(Space_Force) o 미국 주 방위군(National_Guard),_Title_10_USC_유효한 현역 명령(Title_10_USC_activation_orders)의 사본을_
함께 첨부합니다. o _예비군(Reserves),_Title_10_USC_유효한 현역 명령(Title_10_USC_activation_orders)의 사본을 함께 첨부합니다._

외국 정부 소속 군인
만약 학부모/후견인이 설문조사를 작성한 날에 외국 정부 소속 군관료일 경우,_학부모/후견인에 관한 정보를 이곳에_
적습니다.__
학부모/후견인 이름_(성,_이름,_중간 이름 이니셜)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군사 계급/직급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외국 정부의 명칭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군종(Branch_of_Service): o 공군(Air_Force) o 육군(Army) o 해병대(Marine_Corps) o 해군(Navy)_ o 기타__________________

2.__연방 소유지에서_
근무(민간인)

학생과 함께 있는_
학부모/후견인이_
2022년_10월_5일_
현재,_Maryland의_
연방정부 소유지에_
근무하고 있습니까?_
이에는 재택근무_
또는 원격으로_
일하는 직원을_
포함합니다._
o  예,_정보 항목을_

기재한 후 날짜를_
적고 서명을_
합니다.

o _아니요,_서명과_
날짜.

연방정부 소유지
학부모/후견인 이름_(성,_이름,_중간 이름 이니셜)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용주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 중,_해당하는 연방 소유지에 표시합시다:
 o Andrews AFB—5550 Dower House Rd, Upper Marlboro, MD 20772
 o Army Research Lab— 2800 Powder Mill Rd, Adelphi, MD 20783
 o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vcs—7500 Security Blvd, 
Baltimore, MD 21244

 o Dept of Energy—19901 Germantown Rd, Germantown, MD 20874
 o DoD Unif Serv University of Health—4301 Jones Bridge Rd, 
Bethesda, MD 20814

 o Food & Drug Admin—10903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93

 o Food & Drug Admin—5001 Campus Drive, College Park, MD 20740
 o Fort Detrick—Frederick, MD 21702
 o Fort Meade—Fort Meade, MD 20755
 o ICC-B—4600 Sangamore Rd, Bethesda, MD 20816
 o  Internal Revenue Service—5000 Elin Rd, Lanham, MD 20706
 o Joint Base Andrews—1500 W. Perimeter Rd, Andrews AFB, MD 20762
 o NASA—8800 Greenbelt Rd, Greenbelt, MD 20771
 o Nat’l Archives at College Park—8601 Adelphi Rd, College Park, MD 
20740

 o Nat’l Institute of Standards & Tech—100 Bureau Dr, Gaithersburg, 
MD 20899

 o Nat’l Institutes of Health—9000 Wisconsin Ave/Rockville Pk, 
Bethesda, MD 20892

 o Nat’l Library of Med—8600 Wisconsin Ave/Rockville Pk, Bethesda, 
MD 20894

 o Naval Medical Research Ctr—503 Robert Grant Ave, Silver Spring, 
MD 20910

 o Naval Surface Warfare Ctr—9500 MacArthur Blvd, Bethesda, MD 
20817

 o NOAA—1335 East West Highway, Silver Spring, MD 20910
 o Nuclear Reg Commission—11555 Rockville Pk, Rockville, MD 20852
 o Social Security Admin—6401 Security Blvd, Baltimore, MD 21235
 o Walter Reed Nat’l Mil Med Ctr—8901 Wisconsin Ave, Bethesda, 
MD 20889

 o US Census Bureau—4600 Silver Hill Rd, Suitland, MD 20746
 o US Dept of Agriculture—10300 Baltimore Ave, Beltsville, MD 20705 
5601 Sunnyside Ave., Beltsville, MD 20740 
4700 River Road, Riverdale, MD  20737

 o US Naval Academy—121 Blake Rd, Annapolis, MD 21420

	o 기타 연방 소유지	(주소를 명시합니다):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정보는_Impact_Aid_Program_(Title_VII_of_the_Elementary_and_Secondary_Act)_산하_MCPS의 연방정부 예산 지불에 기준한 것으로 교육구의 지불에 관련되어 감사를 받게_
될 경우,_U.S._Department_of_Education에 이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__MCPS가 이 정보에 따라 기금을 받기 위해 이 양식에 서명과 날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_
이 양식에 서명을 함으로,_본인은 이 양식에 기재한 모든 정보가 정확하며 설문조사일에 작성한 것임을 보증합니다.__

서명,_부모/후견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날짜______/_____/______
본 양식 제출 안내:___작성한 설문조사는 학생의 학교에 팩스:_301-279-3031;_이메일:_impactaid@mcpsmd.org;_우편:_MCPS_Division_of_Controller,_45_W._Gude_Drive,_Suite_

3201,_Rockville,_MD__20850으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_

연방정부 재정 지원 예산(Federal_Impact_Aid_Survey)_설문조사
2022년_10월_5일 현재
Division_of_Controller

MONTGOMERY_COUNTY_PUBLIC_SCHOOLS
45_W._Gude_Drive,_Rockville,_Maryland_20850 301-279-3039

MCPS_Form_280-4
2022년_10월



2022년	10월	27일

학부모님/보호자님께,

매해,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연방정부 재정지원 예산(Federal	Impact	Aid	
grant	funds)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Impact	Aid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연
방정부에 연관된 학생이 다니는 지역 교육구를 지원합니다.			연방정부에 연관된 학생이란 현역인 연방
정부 군인,	소방,	경찰 직원의 자녀인 학생,	연방정부 주택과 공영주택 거주하는 학생,	Maryland	내 연
방정부 소유지 근무자의 자녀의 학생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연방 보호구역과 비세출자금 기관(Non-
Appropriated	Fund-NAF)	직원에 계약직으로 일할 경우를 포함합니다.	

MCPS가 수집할 기금은 교육구의 일반 행정 예산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 학생 모두를	
돕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교육구는 지역 연방정부 협력 기관과 함께 일하
며	MCPS가 연방정부,	군,	외교 커넥션에 해당하는 학생을 확인하여 이 프로그램을 통한 지분을 확보하
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녀가 연방정부 커넥션에 해당할 경우,	가정 내 학교에 다닐	
나이인 학생 한 명당 한 부씩 이 편지 뒷면에 있는 연방정부의 재정적 원조를 위한 학생-학부모 설문조사
(Student-Parent	Survey	for	Federal	Impact	Aid	form)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을 작성
한 후,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 반으로 접고 스테이블로	1회 고정하거나 테이프를 붙여서	2022년	12월	9
일(금)	이전까지 학생 학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하신 모든 정보는 공개제한으로 취급됩니다.

Federal	Impact	Aid	and	Survey	프로그램과	Student-Parent에 관한 안내는 다음 링크를 봅시다.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orms/detail.aspx?formID=103&formNumber=280-
4&catID=2&subCatId=0	

이 사항을 고려해 주시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Monifa	B.	McKnight,	Ed.D.
교육감

MBM:MBH:RR:SBC:jmt

OFFICE_OF_THE_SUPERINTENDENT_OF__SCHOOLS

850	Hungerford	Drive					Room	122					Rockville,	Maryland	20850				240-740-3020					montgomeryschoolsmd.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