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년 백투 스쿨 페어를 잊지 맙시다. 

MCPS 백투 스쿨 페어를 잊지 않으셨죠? 백투스쿨 페어가 8 월 23 일 (토) 

오전 11 시-오후 2 시에 Rockville 소재 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주소:850 Hungerford Drive)의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백투 스쿨 

페어는 모든 MCSP 학생과 그 가족을 초대하여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함께 즐기며 교육구와 지역사회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책가방은 행사장에서가 아니라 필요한 학생의 학교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MCPS Backpacks 웹사이트를 봅시다. 

달력에 표시해두시고 추가 안내를 위해 여름 동안 Back-to-School fair 

웹사이트를 봅시다. 

 

학생들을 위해 여름에 제공되는 무료 급식  

많은 여름학교 또는 여름 활동 프로그램의 학생들에게 Montgomery 

County 여름 급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급식이 제공됩니다. 이는 아침과 

점심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여름 방학 동안에도 저소득층 학생이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무료 급식이 카운티 전역 110 개 이상의 장소에서 6 월 16 일-8 월 

15 일(7 월 4 일제외) 동안 제공됩니다. 18 세 이하의 학생과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교기관, 지역사회 단체, 아파트 단지 등의 지역 사회를 거점으로 한 

장소에서도 또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장소와 급식여부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SummerFoodProgram@mcpsmd.org 로 이메일해주세요. 

 



 

또한 카운티 내의 여러 장소에서 18 세 미만의 학생이 방문할 경우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소와 급식 제공 시간은 이곳을 클립합시다. 

 

자세한 안내는 Division of Food and Nutrition Services 로 전화(301-

840-8170)합시다. 

Division of Food and Nutrition Services 

 

6 개년 학교 건축계획 승인 

 

Montgomery County 카운티 의회는 15 억 3 천만 불의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MCPS)의 교육구 전체의 증가한 학생 수로 

부족하게 된 공간을 증축하기 위한 캐피탈 향상 프로그램(CIP)을 승인 

하였습니다.  그러나 허가받은 CIP 는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 

에서 요청한 금액보다 2 억 1,400 만 불 적은 금액으로 이로 인해 몇 가지의 

프로젝트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교육구 학생 수를 수용하기 위한 몇 

개의 학교 증축과 새 학교 건설 프로젝트 비용으로 17 억 4 천만 불의 

2015-2020 년 6 개년 CIP 계획의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MCPS 등록 학생 

수는 지난 6 년 동안 14, 000 명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6 년간 

11,000 명의 학생 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CIP 는 주 입법부가 지원을 추가해주어 MCPS 가 학생 수 

증가로 필요한 학교의 증축과 오래된 학교의 증축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주예산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카운티 의회는 주의 추가지원금 없이 15 억 3 천만 달러를 승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2013-2018 년도 CIP 6 개년 계획보다 1 억 

8 천만 불 증가된 금액입니다. 



 

승인된 CIP 에는 교육구 중 제일 큰 학생 수 증가를 보이고 있는 

Downcounty 연합학군의 5 개 학교를 포함한 12 개 초등학교의 추가 교실 

증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교실 프로젝트는 이전의 CIP 계획의 

일환으로 이미 승인된 프로젝트이며 2017 년도 전에 완성될 예정이 

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원래 계획인 2017 년보다 한 해 늦게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CIP 는 6 개의 신축/증축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진행합니다만 20 개의 그 

외의 프로젝트는 지연될 예정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축/증축 프로젝트는 

1 년 그리고 초등학교는 2 년 지연될 예정입니다. 

 

CIP 에는 2014 년 8 월에 개강 예정인 Clarksburg  학군의 Wilson Wims 

초등학교를 포함한 3 개의 새 학교 신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Clarksburg/Damascus 학군의 2016 년 8 월 개교를 예정으로 추진 중인 새 

중학교 건축과 Bethesda-Chevy Chase 학군의 2017 년 8 월에 개교 

예정인 새 중학교 건축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Richard 

Montgomery 와 Northwest 학군의 새 초등학교 건축은 일 년 연장되어 

2018 년 8 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학용품 수집 운동 자원봉사자 모집 

 

학용품 수집 프로젝트인 'Drive for Supplies'에 기부된 학용품을 분류하여 

박스에 담고 정리하는 작업에 중, 고등학생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봉사학습시간 활동으로 사전 인가를 받은 활동입니다. 분류 업무는 

Richard Montgomery High School 카페테리아에서 7 월 8 일-9 일 양일 

간 9 시 30 분부터 2 시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학용품은 MCPS 학생과 교직원이 학년 말에 사물함과 책상 등을 

정리하여 깨끗하게 사용한 학용품이나 새 학용품을 수집/기부한 것입니다. 



 

Drive for Supplies 배부는 7 월 14 일(월) Richard Montgomery High 

School 카페테리아에서 있습니다. (주소: 250 Richard Montgomery Drive, 

Rockville) 비영리단체와 학부모님은 기자회견 후 바로 학용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와 학교는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용품 수집 운동 

 

“Fizz-Boom-READ!” 공립 도서관에서의 여름 활동 

Montgomery County Public Libraries (MCPL)은 6 월 1 일부터 8 월 

31 일까지 있을 여름 독서 프로그램에 아동과 청소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가자는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읽은 책을 확인하거나 온라인으로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은 온라인과 MCPL 도서관에서 6 월 1 일부터 

받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참가자를 위해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이 남았을 경우). 

여름기간 동안 마술 쇼, 과학, 동물, 인형극, 스토리텔링, 음악 등의 무료 

프로그램이 여러 도서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가을 운동 선수 선발을 위한 연습이 8 월 13 일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가을 운동경기팀 참가를 위한 선발시험과 연습이 8 월 

13 일(수)에 시작됩니다. 가을에 있는 운동경기팀은 풋볼, 필드 하키, 남자 

축구, 여자 축구, 여자 배구, 여자 테니스, 남녀 크로스 칸트리, 남녀 골프와 

핸드볼입니다. 학생은 학교 운동 담당교사에 문의하거나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연습 장소와 시간 및 날짜를 알아 봅시다. 고등학교에서의 운동팀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일 년에 한 번 건강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의 서명이 있는 건강검진서, 

Emergency Medical Card(비상의료기록카드), 학생동의서 및 학부모 

허가서를 연습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양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은 각 고등학교에 문의합시다.  

운동부 

 

잊지 맙시다… 

 

2014-2015 학사년도 Prekindergarten 와 Head Start 프로그램에 지원할 

2014 년 9 월 1 일자로 4 살 이상이 되는 아동들의 지원을 여름에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301-230-0676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여름학교 1 학기는 6 월 23 일부터 시작됩니다. 마감일은 6 월 

9 일(월)입니다.  제 2 학기는 7 월 15 일부터 8 월 1 일이며 등록마감은 6 월 

25 일(목)입니다.  

 

초등학교 여름학교는 초등학교 여름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 지원서를 우송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여름학교는 7 월 8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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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