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증명 및 학비증명(Determination of Residency and Tuition Status) MCPS Form 335-73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Student Services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 Rockville, Maryland 20850

2016년 1월

기재 방법 안내: 학생을 책임지는 사람 또는 해당될 경우, 학생이 1부와 2부를 작성한 후, 필요서류와 함께 Department of Student Services의
residency and tuition administrator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참조 MCPS Regulation JED-RA: 거주 및 학비(Residency and Tuition
제1부: 학생 정보 학생번호
학생 생년월일

/

/

나이

학생 민족적 분류 인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이 다닐 학교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년

특수교육

□ 예 □ 아니요 504 □ 예 □ 아니요

방과후 학생을 책임질 사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이름, 미들네임 이니셜

학생이 거주할 Montgomery 카운티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전화: 집

-

-

직장

-

시

주

-

전학해 오는 학교: 카운티_____________________ 주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라
-

마지막으로 재학한 학교 학교 전화번호

집코드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2부: 지원서를 제출하는 이유(하나에 표시)
거주 증명을 지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증명서의 예: Montgomery County 재산 납부 고지서 또는 현재 임대 계약서. 또한 이
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과금 고지서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

학생은 현재 Montgomery 카운티에 부모/후견인 없이 거주하고 있으며 학비면재를 신청하였습니다. 학생이 함께 거주하는 사람의 거주
증명을 첨부. 요청하는 사유 설명서(공증받을 것), 학부모/후견인이 쓴 동의하는 편지.(공증받을 것) 학비면제를 위해 위기상황을 설명하
는 편지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School Counseling, Residency and International Admissions (SCRIA)이 승인하기 전까지 학생을
등록하지 마십시오.)

□

양육권이 없는 부모 양육권이 있는 부모/후견인이 쓴 허가편지, 부모/후견인 이름이 적힌 출생증명, 양육권이 없는 부모/후견인의 거주증
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학생은 18세 이상의 성인(등록할 수 있는 학생) 또는 친권 독립한 미성년자(emancipated minor)이며 자립한 학생입니다. 현재 직업이 있
다는 증명(고용주의 모든 편지는 공증해야 함), 거주증명, 나이증명 (SCRIA이 승인하기 전까지 학생을 등록하지 마십시오.)

□

학생은 부모/후견인과 함께 살고 있으며 60일 이내에 영구주택 승인/사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새들먼트 종이, 임대계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SCRIAs이 승인하기 전까지 학생을 등록하면 안 됩니다)
현 주소

□

학생은 청소년 또는 사회복지 기관에 의해 Montgomery 카운티에 배치받았습니다. (예: 위탁, 그룸홈)
(후견인의 거주증명, 배치지시서, 기관이 메릴랜드 주가 아닐 경우, 학비 지불 허가서)
(SCRIA이 승인하기 전까지 학생을 등록하지 마십시오.)

기관 이름 연락담당자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

-

-

Maryland주가 아닐 경우, 명시할 것(관련 서류 첨부)

거주 증명
본인이 이 학생을 책임질 것이며 본 양식과 첨부서류에 기재한 정보는 정확하며 사실입니다. 본인은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학비면제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소
셜기관 또는 청소년 서비스기관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한, 학비와/또는 학생의 카운티 비거주자인 기간을 소급한 학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서명, 학부모/후견인 또는 해당될 경우 학생 날짜

/

/

/

/

PART III: To be completed by Director, SCRIA
□ Student is a Montgomery County resident and is eligible for
enrollment. Documentation is attached.

Comments:

□ Student is approved for enrollment without tuition. Student is in
crisis or has been placed by a Maryland social services agency and
is considered to be a resident for the current school year only.
□ Student is a nonresident and tuition is waived for

days.

□ Student is a nonresident and required to pay tuition.
□ Student is a nonresident and a non-Maryland social services
agency is required to pay tuition.

Signature, Director, SCRIA

D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