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쪽의 지원서 작성방법을 봅시다.

학생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거주지에 따른 지정 초등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재 다니는 초등학교 (해당할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CPS 학생번호(추첨을 위한 의무항목)

내년도 학년에 표시합시다.
2019–2020학사연도
o K o 1 o 2 o 3 o 4 o 5

1 단계: 추첨을 위하여 자녀가 참가하기를 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표시합시다. 

선택에 
표시 언어 초등학교 자격

(Montgomery 카운티 거주자에 한합니다)

o 중국어 Bayard Rustin  전체 카운티

o 중국어 Potomac 거주지에 따른 지역, 전체 카운티
o 불어 Maryvale 지역*
o 불어 Sligo Creek 지역**
o 스페인어 Burnt Mills Francis Scott Key 중학교로 진학하게 될 거주지에 따른 지역 초등학교와 전체 카운티

o 스페인어 Rock Creek Forest 전체 카운티

o 스페인어 William Tyler Page 지역 그리고 교육구 전체 킨더가든-3학년  
(Rolling Terrace 초등학교의 스페인어 몰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새 학교입니다)

*  Churchill, Clarksburg, Damascus, Gaithersburg, Col Zadok Magruder, Richard Montgomery, Northwest, Poolesville, Rockville, Quince Orchard, Seneca Valley, Sherwood, Watkins Mill, Wheaton, 
Thomas S. Wootton, Northeast 연합학군—(Fairland 초등학교 북쪽과 Randolph Roads 초등학교 지역 거주자) 

** Bethesda-Chevy Chase, Montgomery Blair, Albert Einstein, Walter Johnson, John F. Kennedy, Northwood, Walt Whitman, Northeast 연합학군/Consortium—(Fairland 초등학교 북쪽과 Randolph 
Roads 초등학교 지역 거주자)

2 단계:  해당할 경우,  학사연도에 언어 몰입교육 프로그램에 2019-2020 학사연도에 계속 언어 몰입 교육 프로그램에 재학할 예정인 학생의 손위형제/자매의 
이름을 적읍시다. 추가 안내는 양식 2쪽의 2단계 지시사항과 Board of Education Policy JEE, Student Transfers을 봅니다.   

형제/자매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CPS 학생번호 # (꼭 기재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현재 학년____ 생년월일 ____/____/_____

3 단계: 학생이 지원하는 몰입교육 프로그램에 학생의 형제/자매가 같이 지원할 경우, 형제/자매의 이름을 기재합시다. 메모: 학생마다 따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CPS 학생번호 (추첨을 위한 선택사항)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CPS 학생번호 (추첨을 위한 선택사항) 

4 단계: 다음 박스에 표시를 하여 다음을 읽었으며 이해하였음을 확인합시다. 

o 본인은 본인의 자녀가 몰입교육 프로그램에 의 합격통지를 받은 후 등록여부를 5일(달력일) 이내에 결정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o 본인은 프로그램 등록을 결정하면, 우리 아이의 이름이 다른 몰입교육 대기자 명부에서 자동으로 삭제됨을 이해합니다. 
o 프로그램의 입학이 허락된 2-5학년 학생은 통보 후 2주 이내에 언어 준비도 평가시험에 합격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o 본인은 교통편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며 본인이 교통편을 책임져야할 수도 있음을 이해합니다.
o 본인은 온라인과 모든 MCPS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몰입교육 프로그램 추첨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s)”을 읽고 이해하였습니다.  
5 단계:  다음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명확하게 기재합시다.

부모/후견인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집 전화번호_____-_____-______
본인은 본인이 온라인으로 제출한 이 양식과 전자 서명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본인의 서명을 대신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학부모/후견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직장 전화번호_____-_____-______

학부모/후견인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휴대전화번호_____-_____-______

몰입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단계: 다음 마감일까지 이 양식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 마감일: 2019년 4월 26일
기재한 양식은 DCCAPS, 사무실(주소:11721 Kemp Mill Road Silver Spring, Maryland 20902)에 우송 또는 직접 제출하거나 스캔하여 DCCAPS@
mcpsmd.org로 이메일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원서에 대한 질문은 240-740-2540로 문의합시다.

-->#  2019년 9월 1일이후에 5살이 되는 학생은 지역 초등학교로 부터 킨더가든 조기 입학(Early Entrance to Kindergarten-EEK)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5학년이 될 학생의 몰입교육 프로그램 입학은 자리 여부와 학생의 준비도 여부에 따릅니다.  2학년-5학년 학생도 추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학습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이 있는 학생을 위한 연례 검토 결정이 몰입교육 프로그램 절차를 통한 결정보다 우선시됩니다.  학교에서의 특별 프로그램은 학교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며 
언제든지 교육감에 의해 다른 장소로 재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몰입교육 관심 표명 지원서(Elementary Immersion Interest Form)
2019–2020 학사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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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S Form 306-1, 초등학교 몰입교육 지원서(Elementary Immersion Interest Form): 
자격: 킨더가든-5학년이 될 Montgomery 카운티에 거주하는 학생은 몰입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하는 추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킨더가든에의 조기 입학(Early Entrance to Kindergarten-EEK)을 희망하는 학부모/
후견인의 경우, 몰입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EEK의 평가시험 결과에 따라, 학생의 지정학교를 
통보하는 서면을 DCCAPS로부터 받을 때까지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2 

1단계
등록 예약
학부모/후견인은 학생의 학군 지정학교에 2019년 4월 26일 이전에 등록을 위한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몰입언어 교육 
프로그램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MCPS 학생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MCPS에의 등록은 다음 MCPS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info/enroll/index.aspx  

2 단계

초등학교 몰입교육 지원서(Elementary Immersion Interest Form)
이 링크를 클릭하여 이 양식을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http://bit.ly/MCPS2019Immersion 또는 이 양식을 
작성합시다.  자녀의 참여를 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표시합시다.  
지원자의 손위 형제/자매가 초등학교 몰입교육 프로그램에 재학 중일 경우
손위 형제/자매가 언어 몰입교육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동생이 등록하려는 해에 손위 형제/자매가 계속 재학 중일 
예정이며 언어 몰입교육 프로그램 선발을 위해 교육감이 정한 추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같은 추첨에는 다음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a) 손위 형제/자매가 언어 몰입교육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동생이 등록하려는 해에 손위 형제/자매가 
계속 재학 중일 예정인 경우, (b) 사회경제적 상태와 빈곤 (c) 교육감이 명시한 요소. 예를 들어 특수한 상황이나 통학 가능거리. 
손위 형제/자매가 2017-2019 학사연도에 언어 몰입교육 프로그램에 재학 중이며 동생이 등록하려는 해에 손위 형제/자매가 
계속 언어 몰입 교육 프로그램에 재학 중일 예정일 경우, 동생인 학생은 이 프로그램 선발을 위한 추첨에 참여할 필요 없이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몰입교육 프로그램 양식을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단계

부모/후견인 정보
지원서를 Division of Consortia Choice and Application Program Services (DCCAPS)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경우: DCCAPS, Spring Mill Field Office, 11721 Kemp Mill Road, Silver Spring, MD  20902 또는 양식을 스캔하여 
2019년 4월 26일까지 DCCAPS@mcpsmd.org by 로 이메일합시다.

중요한 추가정보

MCPS 학생번호
몰입교육 관심표명 양식에 MCPS 학생 번호를 의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몰입교육 프로그램 통보 편지
몰입교육 프로그램 결과를 알리는 편지가 DCCAPS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2019년 5월에 이메일됩니다. 

합격통지를 받을 경우, 학부모/후견인과 학생은 5일(달력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선발과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몰입교육 프로그램 안내는 각 학교 웹사이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는 웹사이트 www.montgomeryschoolsmd.org/curriculum/specialprograms 
또는 DCCAPS (전화: 240-740-25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 2019년 4월 26일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info/enroll/index.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