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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이 양식은 Montgomery College(MC) 조기 대학 (Early College-EC) 프로그램에 있는 자녀를 프로그램에서의 탈퇴를 희망하는
학부모/후견인과 학생 탈퇴 승인을 진행할 MC 디렉터가 사용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다음 지시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1부: 학생 정보
학생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CPS 6자리 학생번호___ ___ ___ ___ ___ ___
Montgomery 칼리지 학생번호 M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오늘 날짜 _____/_____/______
하나에 표시: o 학부모/후견인에 의한 탈퇴 (제2부 작성) o 학교에 의한 탈퇴/해지 (제 3부 작성)
2부: 학부모/후견인에 의한 탈퇴
위 학생의 부모/후견인인 본인이 이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위 학생은 MC EC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본인은 본인의 자녀인 학생이
즉시 마지막으로 재학한 학교, 고등학교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다음 사유로 학생을 탈퇴하도록 합니다: [모든 해당사항에 표시]
❏❏학생이 기대치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학생이 과목이나 학위의 기대치 수준을 충족할 만한 학업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고등학교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한다.
❏❏교육구/주/미국 밖으로 이사를 간다.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기타: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C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학생의 성적표에 표기되며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모든 과목과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양식을 작성한 후, 학생은 다음 학교 등교일에 학교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해합니다. 본인은 MC의 EC 프로그램
디렉터, 고등학교 카운슬러, 고등학교 학교장과 연락을 하였으며, 모두가 이 결정을 알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제게 연락해 주십시오.
부모/후견인 이름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프린트체로 기재:_ 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후견인 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후견인 이메일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후견인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부: 기관의 해지
MC, Early College 프로그램 디렉터인 본인은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에게 Early College 프로그램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아래에 적힌 사유로
이 서류에 적힌 날짜로부터 학생은 EC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하며 고등학교 다음 등교일에 마지막에 다니던 고등학교에 돌아가야 합니다.
자격해지 사유 [다음 중 해당되는 곳 모두에 표시]. 구체적인 설명은 이 양식 아래 공간에 적혀있습니다.
❏❏학생이 기대치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학생이 과목이나 학위의 기대치 수준을 충족할 만한 학업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학생은 MCPS와/또는 ______ MC 학생규범(Code of Conduct)을 아래에 적힌 바와 같이 위반하였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양식의 사본을 학부모/후견인, 그리고 해당하는 학교 직원에게 이 양식의 사본을 제공해야하는 MCPS 수퍼바이저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제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MC 디렉터의 이름(프린트자/정자로):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C 디렉터 전화번호:_____-_____-______
MC 디렉터 이메일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C 디렉터 서명: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래 공간은 학생의 MC EC 프로그램 해지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을 경우 사용합시다. (Please use the space below to share additional details associated with the
reason for the student’s release from the MC EC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