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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Shared Accountability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Rockville, Maryland 20850
공동 거주 확인서(SHARED HOUSING DISCLOSURE)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에 등록이 가능한 주소에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래에 명시한 학령기 
아동의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등록을 신청합니다.

학부모/후견인 이름 

학부모/후견인 이름 

학생 이름 생년월일 학년

 / /  

 / /  

 / /  

주소 

시  주  우편 번호 

본인은 위의 학생이 부모/후견인이 거주증명(3가지 서류 필요)을 제시한 위에 명시한 주소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경우,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에 등록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만약 법적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부모/후견인 및 임대주는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아래에 서명된 정보는정확한 사실입니다.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만행위이며 학생의 퇴학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며 또한, 거짓으로 
등록을 한 학생의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재학 기간의 등록금을 지불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School Name  Date / /

Principal/Designee  Phone No. - -

Pupil Personnel Worker  Phone No. - -

To be Completed by School Personnel(학교 교무과 작성용)

1부 

본인은 위 주소의 집 또는 아파트의 집주인 또는 임대자로서, 위의 사람과 취학 학년인 그 자녀가 본인 집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위의 사람과 그 자녀는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의 등록만을 위해 또한 비거주자가 내야하는 등록금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재산세의 사본과 현재 임대계약서 또는 임대기간이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임대 계약서와 
최근 공과금 청구서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서명은 진술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 -
 임차인/임대인 서명 이름  전화 

  - -
 학부모/후견인 서명 이름  전화  

I hereby certify that on this  day of , 20 , the above subscribers personally appeared before me 
and made oath in due form of the law that the foregoing facts are true to the best of their knowledge, information and 
belief, under penalty of perjury.

My Commission Expires / /  Notary Public 

2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