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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학 프로그램/Early College Program 지원서
Office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al Programs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850 Hungerford Drive, Rockville, Maryland 20850

1부: 학생 정보

학생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CPS 6자리 학생번호___ ___ ___ ___ ___ ___

고등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학년  _________

조기 대학 학위 프로그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부: 허가서

각 학생과 학생 부모/후견인은 학생의 MCPS 재학 기간 중 조기 대학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참여를 승인하고 아래의 조항과 그 
밖의 모든 조기 대학 프로그램의 약관에 따를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곳에 서명을 한 후, 카운슬러 또
는 이중등록 프로그램 담당자(Dual Enrollment Program Assistant-DEPA) https://tinyurl.com/mcps-EC-App에게 이 양식을 제출해야 합
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의 참여를 위해 학생은 조기 대학 프로그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학생이 지속적 참여 여부는 요건 충복 여부와 
Montgomery College(MC)에 다음과 같은 다른 요건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요건: MCPS 고등학교를 다니고 10학년을 이수한
다. 10학년 말에 수학과 영어 주 평가시험에 합격점수를 취득한다. 10학년까지의 학점 평균과 조기 대학 프로그램 중 2.75점 이상 을 취득
한다. 10학년 말에 SSL 요건을 충족 또는 거의 충족한다. (주의할 점: 학위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은 학생의 첫 2년의 대학생활을 이수하며 동시에 고등학교 11학년과 12학년을 이수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경우, 학생이 풀타임으로 MC에서 수업을 듣고,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추가로 학생이 이수하는 대학 수준의 모든 과목은 고등학교 졸업요건 학점으로 인정되며 모든 대학 학점은 학생의 고등학교 
성적표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만약 재정보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조기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학생이 조기 대학 프로그램을 시작한 경우, 학생이 더 이상 이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원하지 않거나 MCPS와/또는 MC가 학생이 자
격 미달로 판단할 경우, 학생은 MCPS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되며 모든 필요한 고등학교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조기 대학 프로그램 참여 요건에는 MC 캠퍼스에서의 여름 전환 프로그램/Summer Transition Program(일정은 나중에 공지)에 
또한 참여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각 프로그램당 자리가 제한되어 있으며 각 프로그램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MCPS는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을 이해합니
다. 선발되지 않았을 경우,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선발 이후에 자리가 남을 경우, 학부모/후견인은 대기자 명단을 통해 연락
을 받게 되며 지원자는 조기 대학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필요할 경우, 특수 교육서비스가 MC 장애 서비스 사무실을 통해 제공하게 되며 MCPS는 학생의 개별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과 504 조항 계획을 학생의 필요를 조정하기 위해 MC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MCPS가 다양한 장소에서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그리고 MC 락빌 캠퍼스에의 이동을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학
생은 MC 학생 혜택인 Ride-On 버스 또는 MC 셔틀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차편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이 조기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교육위원회의 정책, MCPS 규정 MCPS 학생훈육(Code of Conduct) 그리고 MC 
정책에 따라야함을 이해합니다. 낙제점수나 교습 정책을 따르지 않는 행동, 훈육 문제는 조기 대학 프로그램에서의 퇴학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의 안녕 문제에 관한 염려점/문제가 있을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후견인이 MC 또는 MCPS 교직원에게 즉각 연락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추가로 MC는 조기 대학 프로그램의 MCPS 학생의 학업, 행동, 사회-정서적인 문제에 관해 MCPS 교직원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MC 캠퍼스에서 학생이 사고나 사건에 관여한 경우, MC 담당자는 즉시 MCPS에 이를 알리게 됩니다. MC와 MCPS는 협력하여 사
고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협력을 합니다.

우리는 학생이 학생의 관심과 학업 스케줄 그리고 조기 대학 프로그램의 학업 스케줄에 따라 운동경기, 과외활동, 소셜 행사와 같은 MCPS 
홈스쿨에서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며 두 스케줄 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조기 대학 프로그램이 우선순위가 되며 MCPS와 MC는 각 
상황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MCPS의 학생 개인 정보 공유를 승인합니다. 또한 우리는 MC가 학생의 MC 교육기록과 조기 대학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진 기록
을 MCPS와 행정과 조기 대학 프로그램 적용, 효과적인 조기 대학 프로그램 연구와 평가를 목적으로만 이 동의에 따라 학생의 사생활 보호
법에 따라 그러나 이에 제한되지 않고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20 U.S.C. 1232g, and its implementing regula-
tions, 34 C.F.R. part 99 (“FERPA)에 따라 공유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MCPS와 MC 간에 교환할 학생의 개인정보 데이터 리스트는 2쪽
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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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서명

학생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짜 _____/_____/______

학부모/후견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짜 _____/_____/______

아래에 서명을 함으로, 카운슬러와 학교장은 MCPS를 대신하여 보증합니다. (a) MCPS는 학생의 수업 계획과 대학 과목 선택에 따라 학생의 
조기 대학 프로그램 등록을 승인합니다.  (b) 학생은 각 기관의 특정 조기 대학 학위 옵션의 동의된 바에 따른 요건을 충족합니다. (c) 학생이 
선택한 과목은 학생의 연결된 계획과 MCPS의 승인에 따릅니다.

카운슬러 이름(정자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카운슬러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짜 _____/_____/______

학교장/대리인 이름(정자로 쓰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장/대리인 서명(Principal/Designee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Date) _____/_____/______

카운슬러 또는 DEPA 작성방법: MCPS Google 어카운트에 로그인 한 후, https://tinyurl.com/mcps-EC-App에서 작성방법을 봅시다.

MCPS와 MC 간에의 학생의 신상 리스트 교환

MC가 MCPS와 공유하는 내용: 취득한 총 성적과 학점, 출결석, 사회-정서적 건강 문제, MC 또는 MC 과목 취소 정보, MC 이메일 주소, 지원자의 이름, 
신분번호/학생번호, 출생일, MCPS 고등학교 등록의 자체보고, 완성한 MC 지원서, 자체보고 졸업예정일, 자체 보고 졸업연도, MC ACCUPLACER 점수 
또는 프로그램 준비도를 평가할 기타 시험 점수 

MCPS가 MC와 공유하는 내용: MCPS에서의 탈퇴, 이름, 신원번호/학생번호, ACCUPLACER 스코어 또는 동의한 평가시험 점수, 출생일, 프로그램 지원 
시의 평균점(grade point average-GPA),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한 연락정보, 조기 대학 프로그램 지원서를 통해 스스로 기재한 학생정보, MCPS 성적표 
데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