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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POLICY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 

 

관련 항목: JEE‑RA, KLA, KLA-RA 

책임 맡은 사무실: 수석 행정 책임관(Chief Operating Officer) 

 

 

학생 전학 
 

 
A. 목적 

 

전학이 가능한 제한된 상황을 설명: 학생이 자신의 홈 스쿨이 아닌 다른 학교로 

배정 학교의 변경(COSA)의 경우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에 따라 배정된 학교에 

다닐 경우를 위한 설명. 

 
B.  고려점 

 

학생은 거주지에 따른 배정학교나 IEP에 따라 배정된 학교에 등록하고 재학해야 

합니다.  학생은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고충 상황(documented unique 

hardship)이 있거나 최근에 Montgomery 카운티 교육구로 이사왔으며 오빠/형, 

언니/누나(이후 손위 형제/자매로 표기)가 다니는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는 등의 

특정한 경우에는 거주지에 따른 배정학교(home school) 또는 IEP 에 따라 배정된 

학교를 통하여 COSA에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C.  입장 

 

1. 학생은 다음과 같은 경우, COSA에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특수한 고충(unique hardship)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할 경우.  특수한 

고충이란 많은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어야 

합니다. 

 

b) 학생이 Montgomery 카운티 내에서 이사한 경우, 원래 다니던 학교에 

계속 다니기를 선호할 경우, 현재 학사연도까지 다니는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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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동생이 등록해야 하는 학사연도에 손위 형제/자매이 다니는 

정규/일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특수교육 프로그램 학교에 다니기를 

원할 경우, 동생은 다음 학사연도에 형제/자매가 다니는 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d) 손위의 형제/자매가 메그넷, 언어 몰입교육 프로그램 또는 다른 지원 

프로그램에 다닐 경우, 경우에 따라 동생이 같은 학교의 일반 

프로그램에 등록함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은 교실 공간, 학년 

수준의 등록 수, 교직원 수 또는 학교의 다른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 학군이 바뀔 경우, 위의 Sections c)와 d)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전학(COSA)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a) 전학(COSA) 신청은 전학을 희망하는 학사연도 이전 학사연도 2 월 

1 일부터 4 월 1 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5 월 31 일까지는 

학부모/후견인과 학생에게 COSA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전학(COSA) 신청은 학생이 

Montgomery 카운티로 새로 이사 왔거나, 사건/상황이 4 월 1 일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각됩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b) 학생의 현재 다니는 거주지에 따른 학군 밖의 학교에의 

전학(COSA)을 승인을 받은 학생은, 새 학교에서 일 년을 다닌 후에야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제한에 대한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 COSA 승인을 받은 학부모/후견인은 교통편을 직접 제공해야 하며 

학생 주차장은 학교의 규정에 따릅니다.  

 

d) 추첨을 통한 배치 후, 한 연합학군에서 다른 연합학군으로의 

재배치는 그 학사연도는 최종적인 것이며 특수한 고충에 따라 

Division of Consortia Choice and Application Program Services 가 

결정하게 됩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COSA 는 학생이 자신의 거주지역에 따른 학교(home 

schools)에 다니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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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SA를 통해 전학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다니는에서 진학하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싶어하는 경우. 

 

b) 카운티 전체 프로그램, 지역 프로그램 또는 교육감이 학생들의 

프로그램 등록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매해 발행물로 공표한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  프로그램에서의 참여를 중지할 경우, 

MCPS는 학생에게 학생의 거주지에 따른 학교로 돌아가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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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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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없이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D. 바라는 결과 

 

1. 거주지에 따른 학교(home school) 재학을 장려하여 학군 경계선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각 학교의 공간적 필요와 제한 및 교직원 배치를 존중하기 위해. 

 

2. 서류화된 특수한 고충, Montgomery 카운티의 최근의 전학 또는 손위 

형제/자매가 다니는 학교에 동생이 다니도록 허락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학생이 전학(COSA)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3. 전학(COSA) 절차와 카운티 전체 프로그램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E.  전략의 시행 

 

정책은 행정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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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검토와 보고 

 

이 정책은 위원회의 정책평가 절차에 따라 검열됩니다. 

 

 

 
정책 시간적 배경:   결의안 번호  288-72, 1972년 4월 11일, 결의안 번호  825‑72, December 12, 1972, 결의안에 따른 수정 

번호  333‑86, 1986년 6월 12일 결의안 번호  458‑86, 1986년 8월 12일, 승인된 결의안 번호 517‑86, 1986년 9월 22일, 

검토 1995년 2월; 승인된 결의안 번호 92-02, 2002년 3월 12일 ;최소 갱신, 2006년 11월 16일; 승인된 결의안 번호 124-

17, 2017년 3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