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과 5월에 대학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MCPS 학생과 학부모님을 4월과 5월에 세 번 있는 대학 입시 준비 행사에 

초대합니다. 

Montgomery County National College Fair는 4월 9일(수)과 4월 10일(목) 

Gaithersburg 소재 Agricultural Center(16 Chestnut St.)에서 개최됩니다. 이 

행사는 무료이며 학생과 학부모님께 많은 단과 및 종합대학 담당자들이 

대학지원과정에 대한 가치 있는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행사는 양일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이며 수요일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 분까지 추가로 진행됩니다. 이 무료 박람회는 8 학년-12 학년 학생과 

학부모님을 위한 행사입니다.   자세한 안내 

대학을 위한 준비와 장학금 박람회가 5 월 10 일(토) 오후 1 시-4 시에 

Universities at Shady Grove (USG) (주소: 9630 Gudelsky Dr., Rockville)에서 

개최됩니다. 이 박람회는 6학년-10학년 학생과 학부모님을 위한 행사입니다. 

박람회 참석자는 각 대학과 다양한 직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재정보조와 장학금의 기회 등 다양한 주제로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학생과 가족이 함께 USG 캠퍼스를 돌아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제한되어 있으니 사전 등록을 합시다. 등록을 원하는 분은 

MCPS 학부모 아카데미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하시거나 전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화: 301-279-3100) 

 

ACT  또는  SAT?  우리 아이에게 맞는 시험은 어느 쪽일까요? 

 

5월 15일(목), MCPS 학부모 아카데미는 이 두 가지 대학입학시험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워크숍에서 부모님은 이 두 종류 

시험의 샘플 시험을 60초간 볼 기회가 주어지며 우리 아이의 학습습관과 

http://www.nacacnet.org/college-fairs/SpringNCF/Pages/Montgomery-county.aspx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arentacademy/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arentacademy/


성격에 어느 쪽이 맞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워크숍은 

오후 7시-8시 30분에 Walter Johnson High School(6400 Rock Spring Drive, 

Bethesda)에서 있습니다. 
 

학부모 아카데미 

 

여름 학교 등록이 4월 3일에 시작됩니다. 

2014년도 초등, 고등학교의 여름학교 프로그램 등록이 4 월 3일(목)부터 

시작됩니다.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각 학교의 카운슬러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다음 4 개의 학교에서 개최됩니다: Montgomery Blair, Paint 

Branch, Watkins Mill and Thomas S. Wootton high schools 여름학교 1학기는 

6 월 23 일-7 월 11 일, 1학기는 7 월 15 일-8 월 2 일입니다.  1학기 등록 

마감일은 6월 9일 그리고 2학기 등록은 6월 25일입니다. 추가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안내 및 등록은 고등학교 여름학교 웹사이트를 봅시다. 

초등학교 여름학교는 초등학교 여름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 

지원서를 우송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Beall, Fields Road 초등학교와 William 

Tyler Page 초등학교에서 있습니다. 초등학교 여름학교는 7 월 8 일에 

시작하여 8월 1일에 마치게 됩니다. 등록은 6월 20일에 마감입니다.  

중학교 여름학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프로그램과는 달리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운영합니다. 중학교 여름학교에 관한 문의는 자녀 학교의 

여름학교 담당교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여름학교 

 
 

시간을 비워둡시다! 5월 17일에 있는 MCPS 특수교육 서밋  

 

MCPS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모든 지역사회 여러분을 특수교육 서밋, Leading 

the Way Today, Partnering for a Better Tomorrow 에 초대합니다. 이 서밋은 5월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arentacademy/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extendedhours/summerschool/high.aspx#sites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extendedhours/summerschool/elementary.aspx#sites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extendedhours/summerschool/elementary.aspx


17일, 오전 8시 15분-2시 30분에 Rockville High School(2100 Baltimore Road, 

Rockville)에서 개최됩니다.  

 

이 서밋은 장애 학생 가정을 위한 전국 수준의 기조 연설자와 리소스를 

제공하는 미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입니다. 이 서밋을 통해 장애 

아동 가족들에게 MCPS 사무실, 몽고메리 카운티 여러 기관과 비영리 단체의 

직원 및 대표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밋 등록은 웹사이트 www.mcpsparentacademy.org 를 보시거나 301-517-

5940로 전화문의해 주세요. 서밋은 무료입니다. 탁아서비스와 가벼운 아침 

식사와 점심(박스 런치)가 제공됩니다. 

 

학부모 아카데미 워크숍에서 제공하는 새 프로그램  

MCPS 학부모 아카데미에서는 아이들이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 및 도움을 제공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봄 워크숍은 4월 2일(수)부터 시작합니다. 대학입학시험, 자녀 양육 기술, 

사이버 안전과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과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아카데미 

 

중고등학교 선택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Northeast 연합학군(NEC)에 거주하거나 학군 내 중학교에 다니는 7 학년 

학생의 학부모님들을 고등학교 연합학군 선택사항,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Choice(초이스)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는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4월 23일(월) 

오후 7시에 Springbrook High School, 201 Valleybrook Dr., Silver Spring에서 

있습니다. 

 

Downcounty 연합학군(DCC)에 거주하거나 학군 내 중학교에 다니는 7학년 

학생과 학부모님을 위한 설명회가 4월 30일(수)  오후 7시 Wheaton High 

School (12601 Dalewood Drive, Silver Spring)에서 개최됩니다. 

 

http://www.mcpsparentacademy.org/
http://www.mcpsparentacademy.org/


Choice(초이스) 과정은 8 학년 가을에 실시합니다.  중학교 메그넷 

연합학군(Magnet Consortium-MSMC)에 거주하거나 학군 내 초등학교에 

다니는 4 학년 학생의 학부모님을 5 월 14 일(수) 오후 7 시, Richard 

Montgomery High School(250 Richard Montgomery Drive, Rockville)에서 

개최되는 중학교 마그넷 연합학군(Magnet Consortium-MSMC)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회의에서 학부모님은 5 학년 가을에 지원해야 할, 연합학군 

선택사항, 지원 프로그램, 초이스 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게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Division of Food and Nutrition Services 웹사이트를 봅시다. 

 

교육위원회 학생의원 선거일은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수)에 있을 새 교육위원회 학생 의원을 뽑는 투표에 참여하도록 

여러분 고등학생 자녀들을 장려합시다. 

 

최종 후보 2 명은 Clarksburg 고등학교 11 학년 Dahlia Huh 와  Richard 

Poolesville 고등학교 11학년 Calvin Yeh입니다. 자세한 설명과 선거공약은  

SMOB 웹사이트를 봅시다. 

 

국회의원 Chris Van Hollen씨가 주관하는 서비스 아카데미 포럼에 참석합시다. 

 

국회의원 Chris Van Hollen 씨가 주최하는 미국 사관학교와 사관학교 

입학요건에 대한 설명회에 9학년-11학년 학생과 학부모님을 초대합니다. 

미국 공군, 해군, 해안경비대, 미연방 상선사관학교, 육군과 해군 사관학교가 

함께하여 여러분의 질문에 답합니다. 제 1회 포럼은 4월 24일(목) 오후 7시-

8 시 30 분, Montgomery County Executive Office Building(101 Monroe 

Street)에서 있습니다. 제 2회 포럼은 5월 5일(월), McDaniel College(2 College 

Hill, Westminster)에서 있습니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chool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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