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MCPS 학생들을 위한 책가방 제공 행사인 “Give BACKpacks”  

2014 MCPS 책가방 제공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MCPS 학생들이 필요한 

책가방을 사기 위한 모금 운동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MCPS 책가방 제공 캠페인은 Montgomery County 내에서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13 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으며 자녀 학용품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51,000명 이상의 MCPS 학생이 무료 또는 할인 급식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후원자 및 후원기관이 GIVE BACKpacks 캠페인에 10 만 불 이상을 

흔쾌히 후원해 주어 15,000명 가까운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가득 담은 책가방 

을 선물하였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학생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 불의 기부로 학생에게 학용품이 들어있는 새로운 책가방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300불-반 전체 학생들에게 책가방 제공 

1,500불-전 학년 학생들에게 책가방 제공 

6,500불-학교 전교생에게 책가방 제공 

25,000불 이상- 전 학군 학생들에게 책가방 제공. (고등학교 학군과 연합학군 

내의 중학교와 초등학교)  

후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 www.mcpsgivebackpacks.org 또는 301-

309-MCPS로 문의합시다.  



 

학교가 늦게 시작하는 날과 휴교하는 날 안내: MCPS 결정 과정 

겨울 또는 날씨로 인해 학교가 늦게 시작하거나 휴교하는 결정에는 MCPS 

전체의 여러 부서의 많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감의 결정인 

내려지면 바로 다양한 방법으로 MCPS 지역사회에 안내를 하게 됩니다. 다음 

비디오를 통해 과정을 알아봅시다. (링크는 주말에 따로 보내드립니다) 

MCPS 날씨로 인한 학교 일정 변경 안내  

올해의 워싱턴 D.C.지역 겨울 날씨 때문에 교직원과 학생의 안전을 위한 몇 

차례의 "스노우 데이" 즉 눈이나 얼음 등의 겨울 날씨에 따른 휴교조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교직원들은 날씨로 

휴교하여 빠지게 된 수업일정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Maryland 주가 정한 교습일은 180 일로 각 교육구는 이 교습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MCPS 2013-2014 

학사일정표에 따르면 교습일은 184 일로 날씨 등의 비상시(스노우 데이)에 

대비한 여분 일을 4일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학사일정표에는 MCPS가 

눈으로 4일 이상을 휴교할 경우를 위한 5일의 "만일의 사태"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만일의 사태에 따른 학사일정변경은 학교 마지막 날까지 

계산하여 주에서 요구하는 최소 교습일을 맞추게 됩니다. 비상 상황 등으로 

학교가 문을 닫을 경우에 대한 학사일정 변경은 아래의 학사일정표를 봅시다.  

2014년 3월 4일 현재, MCPS는 9회의 스노우데이로 휴교를 하였으며 이는 

학사일정에 준비해 둔 5일을 초과한 일수입니다. 마지막 학생 등교일은 6월 

12일(목)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주가 교습일 요건을 면제해 주지 않을 경우, 

주가 규정한 180 일 교습일 요건에 따라 수업 마지막날은 6 월 19 일(목)이 

됩니다. 만약 올해 눈이 또 와서 휴교할 경우, 마지막 수업일은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학사일정표에 따라 연장됩니다. 봄방학 시일을 변경할 계획은 없습 

니다. 

Maryland 주 교육위원회가 MCPS에게 교육구가 180일의 수업일을 채워야 

한다는 요건의 면제를 적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면제를 적용할지 여부는 

날씨에 따른 휴교일이 몇 일이었는지를 최종적으로 알게 될 학년도 마지막에 

결정됩니다. MCPS가 전에도 이런 경우 면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올해도 

같은 면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Maryland 주지사 Martin O’Malley 씨는 2 월 13 일과 14 일을 주 비상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이틀을 면제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구는 면제를 

적용해야만 수업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봄 학교 공연의 티켓을 예배합시다. 
 
봄 중, 고등학교 연극/뮤지컬 공연의 막이 올랐습니다. 3월 초부터 5월까지 
있을 공연을 보러 갑시다. "맥베스"부터 "헤어스프레이"까지, 다양한 무대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봄 학교 연극/뮤지컬 일정 
 
 

2014년도 여름학교 비용이 결정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올해 여름학기 학비를 인상이 없는 예년과 같은 금액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름학교 등록금은 초등학교 과목 355 불, 
고등학교 과목 300 불, 온라인 수강 고등학교 주요 과목은 310 불입니다. 
재정보조 시의 등록금은 가족의 수입에 따라 85불과 120불입니다.  
 



 

MCPS 는 MCPS 학생들을 위한 중재, 강화/선행 교습 여름학교 프로그램을 
지역 센터인 4 개의 초등학교와 4 개의 고등학교 그리고 지역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2014년 4월 3일부터입니다. 
여름학교 
 
라이드온 버스가 새롭게 Youth SmarTrip 카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라이드온 버스는 새롭게 Youth Cruiser SmarTrip 카드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매월 발간하던 청소년 탑승자를 위한 종이 탑승권은 2월에 폐지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청소년 탑승자를 위한 Youth Cruiser SmarTrip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세 미만 Montgomery County 거주자는 
주중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학교 학생증이나  Youth Cruiser SmarTrip 카드 중 
하나를 제시하고 버스에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시간은 Youth 
Cruiser SmarTrip 카드 또는 현금을 내고 탑승해야 합니다. Youth Cruiser 
SmarTrip은 다음 장소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TRiPS Store, 8413 Ramsey Avenue, Silver Spring, 240-773-8747  
TRiPS Store, 17 Wisconsin Circle, Friendship Heights, 240-773-8747  
Treasury Division, 255 Rockville Pike, Suite L-15, Rockville, 240-777-8930 
 
자세한 안내는 라이드온 교통과 24-777-5870 으로 전화문의 하시거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봅시다.  
 
선거일 팀이 됩시다. 
 
Montgomery County 선거위원회 미래의 투표 이니셔티브는 6-12 학년 

학생으로 6 월 24 일(화)에 있을 2014 년 Maryland 주지사 선거에 도우미로 

봉사할 수 있는 학생을 모집합니다. 참가하는 학생은 학생 봉사학습활동시간 

(SSL)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트레이닝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등록 마감일은 

4 월 14 일(월)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를 보거나 이메일합시다. 

future.vote@montgomerycountymd.gov 



 

Trades Foundation이 자동차 기부를 기다립니다. 
 
Montgomery County Students Automotive Trades Foundation (ATF)는 자동차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부는 약 350 명의 고등학생이 중고차를 
분석하고 고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ATF는 자동차 관리, 수리, 판매와 
마케팅에 대한 실전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자동차교육을 육성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위한 자동차 기부는 Damascus, 
Gaithersburg, Seneca Valley 고등학교 및 Thomas Edison High School of 
Technology에서 받고 있습니다. 기부는 세금공제대상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ATF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웹사이트 위의 Donate Your 
Car 탭을 클릭 또는, Mike Snyder(전화:301-929-2164)씨에게 문의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