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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Student and Family Support and Engagement
외국학생 입학 및 등록 절차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4910 Macon Road, Rockville, Maryland 20852

이 양식은 매년 재작성해야 합니다. MCPS Regulation JEA-RA:학생의 출석(Enrollment of Homeless Student)을 봅시다.
제1부—학부모/법적 후견인/자격이 되는 학생이 작성합시다 학생이 만약 비동반 청소년인 경우, 1쪽을 작성하기 전 2쪽의 기재방법을 봅시다.
이는 학생이 현재 홈리스이며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에 등록이 가능한 학생임을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이름

MCPS 학생번호(있을 경우)

생년월일

현재 학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후견인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지막으로 재학한 학교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지막으로 출석한 날짜

/

/

마지막 거주지(임시가 아닌 곳)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녁 거주지/임시 거주지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 주소에서 있었던 기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집 또는 연락 가능한 곳)

-

-

홈리스 학생이란 학생의 임시 주거지가 Montgomery 카운티 지역 내의 위치 여부에 상관없이 거주지역 여건 이외의 모든 조건이 MCPS
에서 교육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일정하게 지정되어있는 적절한 저녁 시간대의 거주공간이 없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홈리스가 되게 된 학생의 주거 환경에 대해 설명하는 곳에 표시합시다.
o 집이 없어지거나 경제적 이유 또는 비슷한 이유로 다른 사람과 공동 거주
o 대체 또는 적절한 대체거주공간이 없어서 모텔, 호텔, 트레일러 공원, 캠핑장에 거주
o 비상 쉘터 또는 트렌지션 쉘터에 거주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제한이 있는 주거제공 프로그램)

o 병원에 방치 또는 유기된 경우 또는
o 쉘터 또는 다른 부적절한 대체 숙소에 사는 도피 학생
o 학생은 정기적인 수면시간 거주지 즉 사람이 지정적, 정상적 또는 정기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공공 또는 개인적 장소가 있다.
o 학생은 차, 공원, 공공 장소, 빈 건물, 열악한 집, 버스, 전철역 또는 비슷한 거주공간에 살고 있다.
o 학생은 위에 명시한 상황으로 연방법하에 정의된 홈리스에 해당합니다.
희망 학교(하나에 표시합시다)
o 홈리스가 되기 전에 학생이 다니던 학교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 학생이 임시로 거주하는 지역의 해당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 MCPS는 {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에 따라 본인의 권리에 대한 서면통지를 제공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Signature), 학부모/후견인/적격한 학생/MCPS 홈리스 리에존
(Parent/Guardian/Eligible Student/MCPS Homeless Liaison)

____/____/_____
날짜(Date)

2부-To Be Completed by MCPS Personnel(학교 교무과 작성용)

o 교통편을 주선함 메모: 무료/할인 급식을 MCPS 홈리스 담당자가 주문을 합니다.
o 학생이 특수교육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PPW에 연락함 o 학생이 ESOL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ESOL 사무실에 연락함
o 학생이 다른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연락한 사무실:
원래 다니던 학교 임시로 다니는 거주지역 학교

추천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천자 (이름을 정자로 기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서명(Signature), 학교장/대리인 또는 MCPS 홈리스 담당자
(Principal/Designee or MCPS Homeless Liaison)

날짜

(Date)

3부-학부모/후견인이 작성하십시오.

o 본인은 추천하는 학교가 학생에게 제일 맞는 학교라는 추천 및 결정에 동의합니다.
o 위의 추천 및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학생은 내 이의제기가 진행되는 동안 내가
요청하는 학교에 등록할 권리가 있습니다.

o 본인은 배치가 학사연도 1년간 유효하며 최소한 새 학년도 개학 2주 전에 제출해야 하며 학생의 홈리스 상태는 매해 검토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Signature), 학부모/후견인/적격한 학생(Parent/Guardian/Eligible Student)

____/____/_____
날짜(Date)

DISTRIBUTION: Original–Student Records; COPY 1–Parent/Guardian; COPY 2–Pupil Personnel Worker; COPY 3–MCPS Homeless Lia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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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반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추가 정보
이 양식은 홈리스 아동은 교육을 받으며 아동이 받을 수 있는 기타 서비스를 받는다는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P.L 107-110)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는 등록에의 모든 장벽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특별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홈리스인 학생이 학부모 또는 후견인과
같이 거주할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의 적절한 무료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기재 방법 안내:
부모 또는 후견인이 함께 동방하지 않고 방문하여 홈리스 학생이 등록을 하기 위해 이 양식의 1쪽과 2쪽을 작성합니다.
1. 홈리스인 학생은 양육 제공자 또는 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동의한 18세 이상의 사람이 있습니까?
o 예 (예의 경우 2번으로) o 아니요(아니요의 경우, mCPS 홈리스 리에존은 이 양식을 검토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2. 만약 학생이 탁아서비스 제공자가 있을 경우,
양육 담당자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양육 담당자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양육 담당자 전화 #1 _____-_____-_______ 전화 #2 _____-_____-_______
양육 담당자의 정보를 제공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양육 담당자/비동반 홈리스 청소년을 위해 MCPS 홈리스 담당자는 다음을 동의합니다:
o 학교 결석을 위한 서명
o 과외활동, 학교 야외학습 참여를 위한 서명
o 등록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 허가 (예: 예방접종 등)
4. 이 비동반 홈리스 청소년의 학부모/후견인에게 연락을 취할려고 시도함. (자세히 기재)

서명(Signature), 탁아서비스 제공자/MCPS 홈리스 담당자(Caregiver/MCPS Homeless Liais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Date) 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