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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S 는 Family Services, Inc 와 함께 학생을 위한 약물남용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MCPS와 메릴랜드 주 그리고 Family Services, Inc.는 5월 16일 Recovery Academic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MCPS 에서 학습을 Sheppard Pratt 
Health System 중 하나인 Family Services 프로그램, Landing에서 리커버리 절차를 
통해 청소년을 돕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복과 학업(Recovery and Academic) 프로그램은 메릴랜드 주의 그랜트, 20만 불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그랜트는 Larry Hogan 주지사가 헤로인 마약과 오피어드 
퇴치 전쟁을 위한 5,000만 불의 일부입니다. 이 회복과 학업 프로그램은 올가을 첫 
학생을 맞이하게 됩니다.이 학교는 이번 가을 명 이상의 학생들과 함께 새롭게 문을 
엽니다.  

추가 정보 

2018년 Give BACKpacks 캠페인을 후원합시다. 
 
MCPS 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용품과 가방을 제공하기 위한 모금운동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올해로 제 6회가 되는 Give BACKpack은 Partnerships 
Unit 이 MCPS Educational Foundation 과 협력하여 후원합니다.  2017-2018 캠퍼인 
기간에는 학용품이 든 18,534 개의 책가방을 82 개의 학교와 국제 등록처를 통해 
제공하였습니다.   



10불의 기부로 학생에게 학용품이 들어있는 새로운 책가방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가방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부는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받습니다. 금액:  $300, $1,500, $6,500, $25,000 또는 $50,000.  또한 직접 학교에 기부 

또는 캠페인을 통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에 관해서와 기부에 관한 안내는 

웹사이트 www.mcpsgivebackpacks.org 를 봅시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MCPS 

Partnerships Unit(전화:301-217-5370)으로 문의합시다. 

 
학용품 수집 운동에 기부합시다. 
 
자녀들에게 사물함, 책가방, 책상과 옷장 등을 정리하여 사용가능한 것들을 
학용품수집운동(Drive for Supplies)에 기부하여, 학용품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장려합시다. 학용품 수집운동은 학생들에게 재활용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집된 학용품은 MCPS 학교와 지역이나 국제 비영리단체에 
기부됩니다. 
 
자녀 학교가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지는 학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Student Leadership office로 전화로 문의합시다. (전화:240-314-1039) 
 

Stedwick 초등학교 학생들이 케네디 센터에서 오페라 공연을 합니다. 

Stedwick 초등학교의 Let It Out Kids 오페라 컴퍼니는 5월 29일 화요일 오후 6시 
밀래니엄 스테이지에서 자작 오페라는 선보이게 됩니다. 

 The Other Side of the Canvas라는 제목의 이 오페라는 Stedwick 초등학교 Mary Ruth 
McGinn선생님 반 학생들이 직접, 작사, 작곡, 출연한 작품입니다.  

학기 중, 학생들은 여러 번의 현장학습을 통해 오페라를 만들어 나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케네디 센터를 방문하여 Aida를 관람하고 백스테이지 투어도 했습니다. 
또한 National Gallery of Art를 방문하여 무대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고 Washington 
내셔널 오페라의 의상 스튜디오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강사를 초대하여 
학생들에게 대사 쓰기, 합주와 연주 오페라에 관해서도 배우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공연은 무료이며, 일반공개입니다. 

Let It Out Kids Opera Company는 Washington National Opera와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usic and Education, Montgomery County Media 가 협력 및 
후원합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레크리에이션과 공원 여름방학 프로그램과 활동의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Montgomery County Recreation와 Montgomery Parks는 올여름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수백 종류의 신나는 프로그램과 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름 프로그램 
등록은 웹사이트를 통해 합시다. ActiveMONTGOMERY.org. 

관심 분야와 습득 수준, 나이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름 프로그램에는 수영, 미술, 자연, 탐험/탐구, 요리, 운동, 테니스, 양궁, 아이스 
스케이팅 등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름방학 프로그램과 활동 안내 책자와 온라인 등록은 웹사이트를 봅시다. 
ActiveMONTGOMERY 캠프 안내 책자가 지역 레크리에이션 센터, 공원, 수영장, 
시니어센터, 지역 도서관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관심, 일정, 나이, 장소, 비용 등에 따라 활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등록은 온라인 외에도 우편이나 팩스(240-777-6818) 또는 직접 방문등록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