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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과외활동비에 관한 일반 안내 
 
 

과외활동비를 지불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비용은 과외활동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데에 사용됩니다. 이 비용을 통해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MCPS)는 중고등학교에 과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활동비는 얼마입니까? 
1 년에 30 불입니다. 학생 가정의 수입에 따라 할인된 활동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 수입이 
35,000불 이상일 경우, 30불을 지불합니다.  
 
우리 아이가 할인된 ECA 지불에 해당됩니까?  
가족의 총소득이 35,000 불 미만일 경우, 활동비 할인(15 불)이 해당됩니다.  할인 활동비에 해당될 
경우 수입증명(세금보고, 월급명세 2부, 가족어시스턴드 기관의 편지)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MCPS는 증명서류 없이는 할인된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원본을 보내지 마십시오. 다시 돌려 드릴 수 
없습니다. 
 
ECA를 어떻게 지불하나요? 
체크 및 마니오더 -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십시오. 주소: ECA Office, 45 West Gude Drive, Suite  3201, 
Rockville, MD 20850 체크가 돌아올 경우, 벌금은 25불입니다. 학교에 지불하지 마십시오. 
 

크레딧카드 (비자, 마스터 카드)  -  다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에서 지불할 수 있습 니다. 
http://montgomeryschoolsmd.org/activityfee.  이 웹사이트는 안전한 웹사이트입니다. 학부모님은 
온라인으로 지불한 후 영수증을 이메일로 보내셔야 합니다. 할인 ECA 는 온라인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증명서나 수입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체크로 지불해야 합니다. 
 
 

현금  -  직접 방문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거스름 돈이 필요없도록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갑시다. 
 
 

모든 중고등학생이 활동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과외활동은 자원해서 참석하는 활동입니다. 과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고등학생은 
활동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가 후원하는 과외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만 활동비를 
지불합니다.(운동, 교내활동, 클럽/동아리 등) 성인이 감독하는 활동으로 수업시간 외의 활동은 이 
활동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과외활동 중 활동비를 지불하지 않는 활동도 있습니까? 
예.  수업의 일환으로 학점취득을 위해 연주회나 연극에 참여할 경우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외활동비를 지불해야 하는 과외활동 명단은 학교에 직접 문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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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를 어디에 보내야 할까요?  
활동비와 지불 영수증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로 보냅시다. 주소: MCPS—ECA Office, 
Division of Controller, 45 West Gude Drive, Suite 3201, Rockville, MD 20850.활동비나 영수증을 직접 
학교에 보내지 맙시다. 
 
언제까지 활동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활동비를 내지 않아도 운동경기팀 트라이 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팀원으로 선발되거나 활동 
참여에 선발되면 바로 활동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활동비는 학기별로 나누어서 지불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학기 중에 전학 온 경우는 
할인된 비용을 지불합니까?  
아닙니다. 30불은 연간회비입니다. 과외활동에 참여하기 전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학생이 봄까지 과외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도 가을에 활동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활동비를 봄에 지불해도 됩니다. 그러나 학생이 활동이나 팀에 뽑혔을 때는 바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 
 
MCPS로부터 ECA 지불양식을 받지 못한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경우 3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학교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2) ECA 사무실(301-517-5000)로 
전화하거나 3)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activityfee  이 웹사이트는 안전한 웹사이트입니다. (할인 ECA는 
온라인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 
 
작년도 양식을 사용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2013-2014년도 양식을 사용합시다.  새 양식은 작년도 양식과 많이 유사합니다만 확실히 
다른 양식입니다. 
 
우리 아이는 6학년이 되는데 이런 비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비용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6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의 부모님은 개학 후 "백투스쿨 나잇/학교 
설명회"에서 과외활동에 관한 안내를 들으실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권유합니다. 학교마다 과외활동이 
다르므로 학교에 직접 연락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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