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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증명 및 학비증명(Determination of Residency and Tuition Status)
Office of Student and Family Support and Engagemen 외국학생 입학 및 등록
사무실(International Admissions and Enrollment -IAE)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Rockville, Maryland 20850

자세한 안내는 Board of Education Policy JEA, Residency, Tuition, and Enrollment,
MCPS Regulations JEA-RE, Tuition Based Enrollment와 JEA-RB, Enrollment of Students 를 봅시다.

기재방법 안내: 학생을 책임지는 사람(학부모/후견인/법원이 지명한 보호자 또는 성인/주 외 소셜서비스 기관)이 1부와 2부를 작
성한 후, 필요서류와 함께 International Admissions and Enrollment (IAE)에 제출합니다.
Montgomery 카운티 실재 거주
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홈리스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중 하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집을 소유한 경우, 최근 재산세 용지 사본;
또는 집을 임대한 경우, 임대 계약서의 사본, 만약 오리지널 임대기간이 지난 경우는 임대 계약서의 사본과 현재 내고 있는 공과금 청구서; 또는,
공공 주거에서 집주인 또는 MCPS 학군에 실재 임대인과 거주하는 경우, MCPS Form 335-74, Shared Housing Disclosure를 작성 및 공증해
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1부: 학생 정보
학생 이름 (성, 이름, 미들네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
요청한 MCPS 학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년 _________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 o 예 o 아니요
학생을 책임질 사람

504 프랜이 있습니까? o 예 o 아니요
관계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이름, 미들네임 이니셜

학생이 거주할 Montgomery 카운티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시
주
집코드
이메일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학해 오는 학교: 카운티

주

나라

마지막으로 재학한 학교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전화번호-

-

-

제2부: 지원서를 제출하는 이유(하나에 표시)
❏❏학생은 임시 거주지에 부모/후견인과 함께 살고 있으며 60일 이내에 Montgomery 카운티의 실제 거주지 승인/사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의 나이 증명, 학생의 신분증명, 책임맡은 성인의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과 성인과 학생과의 관계 증명(MCPS Form 560-24B, Quick
Guide to Enrollment) 참조; Montgomery 카운티의 임시거주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은 법정이 지명한 후견인 또는 비공식 친척 양육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성인과 함께 Montgomery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으며, 학생의 부모/후견
인은 Montgomery 카운티의 실질적 거주자가 아닙니다. IAE는 위기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가 명시한, 학비 면제가 필요한 특정 상황에 있는 비거주
학생이 학비 요건 면제를 받을지를 학생 별로 결정합니다. 이 IAE의 결정은 매해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재검토하게됩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MCPS
Regulation JEA-RE, Tuition-based Enrollment를 봅시다.
❏❏학생은 사회복지 기관에 의해 Montgomery 카운티에 배치받았습니다. (예: 위탁, 그룸홈) 학생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실제 거주 증명;
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 있는 신분 증명; 법원 명령 또는 Interstate Compact for the Placement of Children(ICPC)가 승인
한 Montgomery 카운티에의 학생 배치; 만약 해당할 경우, 법원 명령 또는 학생이 입약 목적으로 카운티에 배치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ICPC
서류, MCPS Form 335-73A, Request to Enroll Nonresident, Tuition-paying Student를 제출합니다.
기관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연락 담당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
본인이 이 학생을 책임질 것이며 본 양식과 첨부 서류에 기재한 정보는 정확하며 사실입니다. 본인은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학비면제가 승인되지 않을 경
우, 학비와/또는 학생의 카운티 비거주자인 기간을 소급한 학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학부모/후견인/법원지명 보호자/적격한 학생/서명(Signature)

/

/

날짜(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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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검토(IAE 거주담당자가 작성): Determination (to be completed by residency specialist, IAE)

o Parent/guardian/eligible student is a nonresident and tuition is waived: o for 60 days; o until the end of the 1st semester;
o until the end of the school year.

o Resident/Agency responsible for the student is granted a waiver of tuition for the nonresident student based on a documented
qualifying crisis: o for 60 days; o until the end of the 1st semester; o until the end of the school year.

o Parent/guardian/eligible student is a nonresident and subject to tuition requirements.
o An out-of-state social services agency is granted a waiver of tuition for the nonresident student based on the student’s placement
for the purposes of adoption.

o Student is being placed in Montgomery County (e.g. foster, group home) by an out-of-state social services agency and the social
services agency is required to pay tuition for a nonresident student.

Comments

IAE 수퍼바이저 서명(Signature, Supervisor, IAE)

/

/

날짜(Date)

배부(DISTRIBUTION): 원본(ORIGINAL)/학생 누적파일(Student Cumulative Folder); 사본(COPY) 1/국제 학생 입학 및 등록 사무실(International Admissions and Enrollment);
사본(COPY) 2/학부모/후견인/자격 학생(Parent/Guardian/Eligible Student/Responsible Adult); COPY 3/승인 학교(Approved School) (해당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