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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상 아카데미(Virtual Academy) 지원서 
Montgomery 온라인 가상 아카데미(Virtual Academy)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Rockville, Maryland 20850 

작성 방법: 온라인 가상 아카데미에 지원하는 학생 한 명당 한 부씩 지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학생은 이 프로그램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개요

● 2021-2022 학사연도의 경우, 이 프로그램은 요건을 충족하는 참작되는 상황인 킨더가든부터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항목을 독립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등록 지원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서류가 없을 경우, MCPS 교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주 5일 온라인 종합적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학생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동기 및 비동기적으로 주 5일 온라인 가상 아카데미에 온전히 참석해야 하며

MCPS의 허용사용 정책, IGT-RA를 따라야 합니다.
● 12세 미만의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교 시간 동안 성인의 감독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 온라인 가상 아카데미 등록은 2021-2022 학사연도 전체 기간 동안 수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이, 지정된 전학
기간 동안, 온라인 가상 아카데미에서 재학 중인 배정 학교로 다시 전학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학은 학교의
자리, 교직원, 프로그램 여하에 따릅니다.

○ 초등학교/중학교(킨더가든-8학년): 전학 기간은 각 성적 산출기간(marking period) 말입니다.
○ 고등학교(9학년-12학년): 전학 기간은 매 학기 말입니다.

● 학생은 매년 프로그램 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학생의 필요에 따라 테크놀로지 등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격

● 다음과 같은 경우, 학생은 온라인 가상 아카데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학생 또는 학생 가족이 온라인 학습으로 완화할 수 있는 건강 또는 기타 사유에 관련된 참작이 될 상황에놓
여 있을 경우. 온라인 가상 학습으로 향상 또는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을 경우, 참작할 수 있는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학업, 출석, 참여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사유에 해당할 
경우, 아래에 있는 항목 중 “기타(Others)”에 표시합니다.

■ 온라인 가상 아카데미에 등록을 희망하는 학부모/후견인/해당 학생은 대면 수업 대신 온라인 가상
학습에 참여해야 하는 참작할 만한 상황에 대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참작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문서에는 COVID-19 에의 잠재적 노출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있
으나 학생의 온라인 가상 학습 참여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학생 또는 학생의 직계 가족의 건강관련 
문제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있다는 증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또한, 
이에는 지원과 심사 절차를 지원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는 성적, 출결석,참여도, 
기타 데이터를 포함 (그러나 이에 제한하지 않음)합니다. 만약 이 같은 서류가 없을 경우,지원서를 
제출한 후 MCPS 교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확보할 수도 있
습니다.

○ 고등학교에만 해당 - 시간표 조정(Modified scheduling)이 학점 회복, 인턴십 또는 직업 경험, CTE 프로그램
또는 Montgomery College 등록을 위한 유연한 일정 또는 풀타임 일정에 추가로 과목을 수강할 경우를포함
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교습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 학생은 Maryland 주, Montgomery 카운티에 실제적 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 학생이 지원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MCPS 학교에 등록하고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홈스쿨링(home instruction)또는 
사립/비공립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온라인 가상 아카데미 지원 전에 MCPS 학교에 미리 등록이 되어 있어야합니
다.  (학교 찾아보기-https://gis.mcpsmd.org/SchoolAssignmentTool2/)

학생 정보

https://ww2.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olicy/pdf/igtra.pdf
https://gis.mcpsmd.org/SchoolAssignmentTool2/


학생 이름:   학생번호:       
 
학생 생년월일 2021-2022 ______/_______/______       학사연도 학생 학년_______ 
 
2021-2022 학사연도에 재학하는 MCPS 학교:           
등록 옵션 

킨더가든-8학년 
이 프로그램 등록을 승인 받는 킨더가든-8학년까지의 
학생은 온라인 가상 아카데미에 풀타임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 사유: 
학생이 온라인 가상 아카데미에 지원하는 사유를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곳 모두에 표시합시다. 

● 풀타임 등록을 원하는 사유 
학생의 건강 문제 (정신건강 포함 )  
가족의 건강 문제   
기타, 설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등학교 
●  ▢ 풀타임 -또는- ▢ 파트타임 

 
등록 사유: 
학생이 온라인 가상 아카데미에 지원하는 사유를 제일 잘 
설명해주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곳 
모두에 표시합시다. 

● 풀타임 등록을 원하는 사유 
학생의 건강 문제 (정신건강 포함 )  
가족의 건강 문제   
기타, 설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파트 타임 등록을 원하는 사유 
프로그램 수강을 위해 

조정된 시간표가 필요해서


 
 Montgomery College/CTE 

약식 시간표의 승인에 따라    
학교 수업 시간 외에 추가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학교 수업 시간 외에 학점을 향상하기 위해   
학점 회복을 위해   
기타, 설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프로그램 면제 조항 

온라인 가상 아카데미에 등록함으로써, 본인은 다음을 이해합니다:  
● 온라인 가상 아카데미가 제공하게 되는 프로그램과 제공 여부는 예산과 교직원 할당에 따라 다릅니다. 
● 반 배정은 배정학교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본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같은 반이 아닐 수 
있으며 이는 스케줄과 교직원 배정에 따른 학년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개별교육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 또는 504 플랜이 있는 학생의 경우, 신청 절차에 IEP 또는 
504 회의가 포함됩니다. 이 목적은 온라인 가상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및 편의를 검토, 논의 및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면허가 있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편의 및 특수교육 서비스는 Maryland주 
Montgomery 카운티 외부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의 특정 측면은 주 및 카운티 요건(Regulation ILA-RA, 보안 및 보고 요건이 있는 평가-Assessments with 
Security and Reporting Requirements)에 따른 평가 진행(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면으로의 참여가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경우, 학생의 교통편을 직접 제공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은 졸업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제한된 주요(core) 과목을 제공합니다.  
● 현재 MCPS에서 특화/시그니처 프로그램에 등록 중인 학생은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이 취소되고 가상 아카데미로 
등록이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재등록을 희망할 경우, 학생은 특화/시그니처 프로그램에 다시 지원해야 합니다. 

● 1년 약정 이전의 전학 요청은 배정된 학교의 직원 배치, 자리 여부 및 프로그램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성적산출기간과 학기에 맞추어 선별된 전학 기간에만 검토됩니다. 

프로그램 동의 

❏ 본인은 이 학생의 온라인 가상 아카데미에 참석에 동의합니다. 

서명 

본인은 이 양식에 적힌 모든 정보가 정확하며 이에 따라 본인은, 이 동의서를 제공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학부모/후견인/적격한 학생 이름(활자체로 기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날짜: /_/___ ___ __ 
 
학부모/후견인/해당 학생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 __ ___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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