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으로의 여름 모험여행 

여름방학 동안 자녀들이 여름을 즐기며 동시에 공부도 할 수 있는 활동을 

찾고 계십니까? 여름 학습 탐험 프로그램을 고려해 봅시다. Title I 초등학교에 

다니는 유치원부터 2학년 학생은 7월 8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는 무료 

4 주 여름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4 시간 프로그램은 독해와 

언어영역, 수학을 가르치며, 학생이 학기 중 배운 내용을 보강하고 새 학년에 

공부할 내용을 예습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스쿨버스와 아침 및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자녀의 학교를 통해 프로그램에 등록합시다. 

중학생을 위한 비슷한 프로그램이 7 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연장학습의 기회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은 각 중학교 연장학습의 기회 

담당자( School Extended Year Coordinator)에게 문의합시다.  

연장 학습의 기회 

 

2015 회계연도 행정 예산 뉴스 

Montgomery 카운티 의회는 지난주 MCP에게 4% 인상된 2015 회계연도 교육 
예산을 제공하는 데에 합의하였습니다. 5 월 22 일에 있을 최종 투표에서 
카운티 의회는 교육위원회의 23 억 불 예산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 예산을 
통해 MCPS 는 증가하는 학생의 필요를 충족하고 또한, 학생 간의 성취도 
차이를 줄이고 새로운 기준과 높은 기대치에 맞게 학생들을 준비하도록 하는 
전략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예산의 투자에는,  
 2,500명의 증가된 학생수를 위한 교사와 교직원  
 주요 과목에서 큰 성취도 차를 보이고 있는 고등학교의 수학과 영어 
수업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교사 증원   



 

 증가하고 있는 영어 학습 학생을 돕기 위한 추가 교직원 증원, 특히 
중학교 

 제일 도움이 필요한 학교에 능력있고 효과적인 교육자를 지도자적 
위치에 배치하는 “Career Lattice” 프로그램 

 카운슬러, 학교 심리학자, 학생지도 담당관 추가 고용 
 학부모와 지역사회 연계를 향상하기 위한 예산 

예산은 건강보험에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게 된 MCPS 교직원들에게 필요한 
수당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운티 군수 Isiah Leggett 씨와 
카운티 의회 의장 Rice 씨 그리고 카운티 의회 임원들은 교육위원회와 함께 
MCPS 에게 앞으로 학생 모두의 필요  맞는 리소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 
하였습니다. 

MCPS 행정예산에 대한 자세한 안내 

교육위원회 의장 Phil Kauffman씨와 교육감 Joshua P. Starr 박사의 메시지를 
읽읍시다. 

 
학용품 수집 운동에 기부합시다 

 
자녀들에게 사물함, 책가방, 책상과 옷장 등을 정리하여 사용 가능한 것들을 
학용품 수집 운동(Drive for Supplies)을 통해 학용품이 필요한  다른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장려합시다. 학교는 또한 학용품 수집 운동을 
학생들의 재활용 교육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학용품은 학년 
말 MCPS 학교와 사무실 국제 비영리단체에 기부하게 됩니다. 
 
자녀 학교가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지는 학교에 문의합시다. 자세한 
안내는 Student Affairs Office (301-444-8620) 또는 Drive for Supplies 
웹사이트를 방문합시다.  
 
 



 

졸업식 시즌이 5월 23일부터 시작합니다.  

2014 고등학교 졸업 시즌은 5월 23(금)부터 6월 12일(목)까지입니다. DAR 

Constitution Hall 에서 있을 졸업식은 DAR 의 허가하에 DAR 웹사이트에서 

생방송으로 방송됩니다. 

MCPS는 자녀들의 졸업사진을 모집합니다. 학부모님은 자녀의 제일 잘 나온 

사진을 고른 후  이메일을 pio@mcpsmd.org 보내주세요. 많은 사진이 MCPS 

웹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은 트위터(#mcpsgrad14)를 

통해서도 올릴 수 있습니다. MCPS 트위터에 게재된 사진은 웹사이트로  

리트윗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사진 접수는 다음의 간단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가로로 찍은 사진 중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합니다. 

사진을 jpeg 파일(4 메가 이내 사이즈)로 줄인 후, pio@mcpsmd.org 로 

이메일합니다. 이메일하실 때 자녀의 이름과 학교이름을 기재해서 

보내주세요. (게재 시 학생의 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진은 보내시는 것으로 MCPS 웹사이트에 자녀의 사진 게재를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질문은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and Web 

Services 전화 301-279-3853 또는 이메일 pio@mcpsmd.org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졸업 일시와 장소  

 

2014년 여름 청소년 프로그램 

Montgomery College 에서는 유치원-12 학년을 위한 200 개 이상의 여름 
청소년 프로그램을 세 캠퍼스(Rockville, Germantown, Takoma Park/Silver 



 

Spring) 모두에서 제공합니다. 범죄현장과 화학(Crime Scene and Chemistry), 
유레카-발명캠프(Eureka-The Inventors Camp), 모의 의회(Mock Congress), 
디지털 미디어 아트(Digital Media Arts)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름 프로그램 기간은 6월 16일-8월 8일입니다. 부모님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 수업 전과 방과 후 탁아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또는 할인 
급식 대상 학생들을 위한 재정보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감일은 5 월 
23일입니다. 
 
온라인 등록 
여름 청소년 프로그램 책자 
 
 
‘우수한 경비직원을 위한 상’ 후보자 추천 
 
Department of School Safety and Security는 노조,SEIU Local 500과 함께 학교 
경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각 학기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주어진 업무 이상의 지도력을 보여준 학교의 
경비직원에게 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후보 추천 마감일은 6 월 5 일(목)입니다. 학교장단과 교직원, 학생, 
학부모님은 경비직원 또는 경비팀을 왜 추천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담은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천서는 Department of School Safety and Security Director 인 Robert B. 
Hellmuth 씨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소: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 850 Hungerford Drive, Room 131, Rockville MD 
20850) 
 
 



 

여름방학은 Student Service Learning Hours (봉사학습시간)를 취득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입니다.   
 
여름방학은 봉사학습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SSL(봉사학습시간)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간입니다.  MCPS 가 사전인가한 SSL 시간 취득가능 기관과 
기회에 대해 알아봅시다.  참고로 학생은 졸업 전 Maryland 주에서 요구하는 
봉사학습시간 75 시간을 취득해야 합니다. 학생은 6 학년 전 여름방학부터 
SSL 시간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SSL 
학생들을 위한 리더십 포지션의 기회가 주와 카운티에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있는 Student Affairs 웹사이트를 보도록 권장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