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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연장학습 프로그램(Extended School Year-ESY)에 자원봉사하고 싶은 경우, 이 양식을 
작성해주십시오.  MCPS 규정 IRB-RA, 학교에서의 자원봉사(Volunteers in Schools)를 봅시다. 성적이 좋고 남을 돕기 좋아하는 모든 중, 
고등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낮_____-_____-______ 저녁_____-_____-______ 휴대전화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상시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름 전화번호_____-_____-______ 

유효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주세요. 
o 면허증  o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  o 학생증 o 기타 (명시할 것)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업무시간에 학교를 방문하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모든 방문자는 MCPS 방문자 관리 시스템(MCPS Visitor Management System-
VMS)을 통해 학교 방문을 등록해야 합니다. VMS는 방문자의 운전면허증이나 주가 발급한 신분증을 스캔하여 주에 등록되어 있는 성범죄자 
리스트와 대조하게 됩니다. VMS는 이름표를 작성하여 학교를 방문한 모든 사람이 이름표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말하거나 읽을 수 있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언어를 명시할 것)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CPS에 재학하는 학생입니까?  o 예 o 아니요  '예'의 경우 학생번호_____
'예'의 경우, 다니는 학교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SY 자원봉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학생은 MCPS Form 560-51, 학생 봉사 활동 증명서(Student Service Learning-SSL Activity 
Verification)를 작성하고 특수 교육 학군 수퍼바이저 또는 ESY 사이트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학교와 학생을 돕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모두 아동 학대와 방치의 인식, 보고,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행사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됩니다. (교육위원회 정책 JHC, 아동학대와 방치(Child Abuse and Neglect)와 MCPS 규정 JHC-RA, 아동학대와 
방치 신고와 조사(Reporting and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Neglect)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트레이닝은 온라인에 있습니다. (www.
montgomeryschoolsmd.org/childabuseandneglect) 이 온라인 트레이닝은 영어, 스페인어, 불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암하라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ESY 자원봉사자는 특수 교육 학군 수퍼바이저 또는 ESY 사이트 코디네이터가 지정한 실제로 참석해야하는 트레이닝을 
완수해야 합니다.  (MCPS 자원봉사자를 위한 자주 받는 질문을 봅시다) 

가능한 날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가능한 시간을 적을 것)

해당되는 곳 모두에 표시합니다.

o 수업시간 보조
o 사무실 보조
o 아침/점심 시간 보조
o 기타 (설명할 것)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희망하는 장소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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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MCPS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기 위해 본인은 다음을 동의합니다-
• 자원봉사자로 가게 되는 장소에서의 자원봉사 트레이닝에 참석합니다.
• 해당하는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정책과 MCPS 규정과 규칙에 따릅니다. 
• 자원봉사자로 배치된 스케줄을 존중하고 지킵니다.
• 학교 사무실에 들러서 사인 인과 사인 아웃을 항상 합니다. 
• 학교와 학생 정보는 비밀을 유지합니다. 
• 결석하게 될 경우, 학교에 사전에 알립니다.

본인은 MCPS 아동학대와 방치 자원봉사자 트레이닝을 마쳤습니다. 트레이닝을 수료했을 경우 보내오는 수료확인 이메일을 스캔하여 함께 
첨부해주세요.  

봉사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  

학부모/후견인 서명 (자원봉사자가 18세 미만의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  

지원서를 작성하여 다음으로 보냅시다: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Services

850 Hungerford Drive, Room 230
Rockville, Maryland 20850

Fax: 301-279-3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