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동의서
이 프로그램 동의서는 인쇄하고 서명하신 후, 반드시 귀하 고등학교의 ACES 학업 코치에게 2022 년 1 월 14 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ACES 프로그램의 파트너가 그 필요성을 기반으로 공유하게 되는 IEP/504 계획 정보, 성적표, 재정 지원 정보,
그리고 기타 학습 정보를 포함하여 ACES 프로그램에 연관된 본인 및 본인 자녀의 교육 기록을 검토하고 공개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연락에 관한 동의: 저희가 사용하는 다양한 연락 방법에는 우편물, 이메일, 전화, 문자 메시지, 영상 회의(예를 들어,
Zoom), 그리고 소셜 미디어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 모두와의
의사소통이 학생의 대학 입시 및 인생의 준비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적용과 전달에 큰 도움이 되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연락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양식에
서명하시면, 귀하는 ACES 프로그램이 그에 연관된 문제에 있어서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 모두에게 연락하는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시게 됩니다.
본인 자녀가 ACES 프로그램에 입학하게 되면, 본인은 자녀가 ACES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몽고메리
칼리지(MC)의 리소스에 접속할 권한을 받기 위한 지원서를 작성하여 MC 로 제출하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ACES 의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는 몽고메리 칼리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ACES 코치와 몽고메리 칼리지 지원서를
작성하지 않는 학생은 이 프로그램에서 탈퇴될 수 있습니다. 모든 ACES 학생들은 몽고메리 칼리지(MC) 지원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MC 에 다닐 의무는 없습니다.
ACES 프로그램은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 모든 지원자를 상황별로 검토한 후, 추가적인 개인별 및 학구적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ACES 프로그램은 학생/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개인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동의서는 ACES 프로그램 지원서의 일부이지 몽고메리 칼리지 또는 Universities at Shady Grove 의 기타
프로그램용 지원서는 아닙니다.
본인은 지원서의 제출이 ACES 프로그램의 합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의 MCPS ID: __________________
학생 이름:

학부모/보호자 이름:

학생 서명:

학부모/보호자 서명:

날짜:

날짜:

학부모/보호자께: 귀하와 귀하 자녀가 ACES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거리 주소:
시:
학부모 휴대전화:

주:

우편번호:
학부모 이메일:

ACES 프로그램의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