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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활동비 지불 양식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는 새학년도에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과외 활동비 
(Extracurricular Activity-ECA)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CA 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32.50 의 비용은 중고등학교에서의 운동이나 클럽 
같은 성인 감독 하의 과외활동 연간 회비로 사용 
됩니다.  비용을 지불한 학생은 일 년 동안 하나 이상 
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외활동 참여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누가 ECA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운동 클럽 활동 등의 과외 활동에 자원하여 참여하는 
중고등학생은 ECA/과외활동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ECA 를 지불해야하는 기타 활동은 학교에 직접 문의 
합시다. 
 

안내:  활동비 지불 전에 운동경기팀 트라이 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팀원으로 선발되거나 활동참여 
에 선발되면 바로 활동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활동비 
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활동비를 지불한다고 해서 모두 팀원으로 선발되거나 
활동참여에 선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과외활동을 
하기 위한 성적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 
니다. 
 

ECA 면제 대상은? 
과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고등학생은 ECA 를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업의 일환으로 과외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예를 들어 콘서트에서의 연주 등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의 활동이 과외 
활동에서 제외되는지는 학교로 문의합시다. 

 우리 아이가 할인된 ECA 지불에 해당됩니까?  
가족의 총소득이 35,000 불 미만일 경우, 활동비 할인 
(15 불)에 해당됩니다.  할인 활동비에 해당될 경우 수입 
증명(세금보고, 월급명세, 가족어시스턴드 기관의 편지)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MCPS 는 증명서류 없이는 
할인된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원본을 보내지 마십시오. 
다시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ECA 를 어떻게 지불하나요? 
 

학교에 지불하지 마십시오. 
 

크레딧카드-온라인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http://montgomeryschoolsmd.org/activityfee.이 웹사이트 
는 안전한 웹사이트입니다. 온라인으로 지불한 경우, 
영수증을 이메일로 받으시게 됩니다.  할인 ECA 는 
온라인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체크-수취인을 MCPS 로 하시고 수표의 주소 아래에 학생 
의 ID 번호를 적으십시오.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십시오. 
MCPS, ECA Office, 45 West Gude Drive, Suite  3201, 
Rockville, MD 20850.  체크가 돌아올 경우, 벌금은 
25 불입니다. 
 

현금-직접 방문하셔서 현금으로 활동비를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ECA Office, 45 West Gude Drive, Suite 
3201, Rockville, MD 20850 질문이 있으신 분은 301-517-
5000 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감사와 존경을 보내드리며, 

 

Susanne G. DeGraba 
Chief Financial Officer 

DETACH form & send payment to the address below.  학교에 직접 지불하지 마십시요. 
 

편의를 위해 온라인 지급도 가능합니다. http://montgomeryschoolsmd.org/activityfee 
 

2015-2016 과외 활동비 지불 양식 
우송 주소: MCPS, ECA Office, 45 West Gude Drive, Suite  3201, Rockville, MD 20850 

학생 이름:  학생번호  
    

주소:  학교:  
    
시, 집코드:  학년:  
 
학부모/후견인 성명(정자로 써 주십시오):  
  

체크는 MCPS 앞으로 적어주십시오.  스테이플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FOR OFFICE USE ONLY 

 
$32.50  총가족 수입이 $35,000 이상 

CHECK MO CASH 

   

 $15  총가족 수입이  $35,000 미만.(수입증명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