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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특수교육 서비스를 위한 평가를 받고 싶은 사립/교구에 다니는 학생 학부모/후견인은 이 양식을
작성한 후, 출생증명 사본 또는 다음에 명시한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의 2쪽에는 추천서류를 완성하기 위한 MCPS
양식 링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가시험을 통해 알게 된 부분을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팀이 고려하기 원하는 경우,
학부모/후견인은 추천양식 및 필요한 서류와 함께, 사설평가시험의 사본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는 모든 서류와 추가 서류를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다음 주소로 우송하시기 바랍니다. MCPS, Private/Parochial Office, 850
Hungerford Drive, Room 225, Rockville, MD 20850.
학생 정보
이름은 출생증명서나 다른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와 같아야 합니다. 예: 여권/비자, 의사가 발급한 증명서, 세례 또는 교회가 발급한 증명서, 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 부모의 선서 진술서, 출생 신고서, 다른 법적 공증받은 증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성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들네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   o 남  o 여 학년___________
부모/후견인 이름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집 ______-______-_______   휴대전화 ______-______-_______   직장 ______-______-_______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 시 사용하는 언어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면 의사소통 시 희망하는 언어 -영어와 함께 해당 언어로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o 암하라어

o 중국어

o 불어

o 영어

o 한국어

o 스페인어

o 베트남어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민족성
1. 민족성 지정 아래의 설명을 읽으시고 학생의 배경 설명에 해당되는 난에 표시하십시오.
학생이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입니까? (다음 중 하나를 고르십시오.)  o 예  o 아니요
쿠바,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 또는 스페인 문화나 스페인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은 인종 여부와 관계없이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로
간주합니다.
2. 인종 아래의 설명을 읽으시고 학생의 인종 설명에 해당되는 난에 표시하십시오. 인종에 상관없이 최소한 한 종류의 인종란에 표시해야
합니다. 하나 이상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인종을 알려주십시오. (다음 중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o미
 국계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북 또는 남 아메리카(중앙아메리카를 포함) 원주민 출신의 배경을 가진 자로서 부족에 가입되어
있거나 공동체에 연관된 자.
o아
 시아계: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타이, 베트남 등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동남 아시아 또는,
인도 아대륙 출신의 배경을 가진 자.
o흑
 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프리카 인종 그룹 출신의 배경을 가진 자.
o하
 와이 원주민 또는 그 외의 태평양 섬 주민: 하와이 괌, 사모아섬 또는 태평양 섬 출신의 배경을 가진 자.
o백
 인: 유럽, 중동, 또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배경을 가진 자.
예방접종
예방접종 증명– MCPS Regulation JEA-RB: 학생 등록(Enrollment of Students), 은 다음 중 한 가지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o 예방접종기록인 Maryland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Immunization의 Certificate 896
o 병원에서 받은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
o 기타 (자녀의 사립/교구 학교가 제공해야 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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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보
사립 학교/교구 학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립 학교/교구 학교 연락처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
MCPS 거주지에 따른 지정 학교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학생이 MCPS에 등록한 적이 있습니까? o 예 o 아니요
예의 경우: 마지막으로 재학한 학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특수교육 서비스를 추천하는 이유
학부모/후견인 요청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학교 요청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가정보
추가 정보는 다음 양식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첨부해야 함):
oM
 CPS Form 272-10, 조정 서류(Documentation of Interventions)—completed by private/parochial school staff member(s)/
사립/교구 학교 교직원이 작성
oM
 CPS Form 272-9, 교사 추천서(Teacher Referral) (Teacher signature required/교사의 서명 필요)—completed by private/
parochial school staff member(s))/사립/교구 학교 교직원이 작성
o MCPS Form 336-22적격심사 학부모 인터뷰/질문지(Eligibility Screening Parent Interview/ Questionnaire)학부모/후견인이 작성
oM
 CPS Form 336-21, 교실에서의 관찰(Classroom Observation)—completed by the private/parochial school staff
member(s)/사립/교구 학교 교직원이 작성
oM
 CPS Form 336-20, 교육 관련 배경(Educational History)—completed by private/parochial school staff member(s)/사립/
교구 학교 교직원이 작성
oM
 CPS Form 336-32비밀이 보장된 정보의 제공 및 공유 허가서(Authorization for Release of Confidential Information)학부모/
후견인이 작성
본인은 이 서류와 정보를 검토하였으며,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에게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 절차에서
우리 아이가 특수교육 서비스 여부를 위해 서류와 정보 제공을 허가합니다.
학부모/후견인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