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5 월 14 일 퀵노트
여름 학교 등록이 5 월 8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여름 학교 프로그램의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여름학교는
Montgomery 카운티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이 MCPS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음 4 개의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James Hubert Blake
고등학교, Winston Churchill 고등학교, Gaithersburg 고등학교, Northwood 고등학교
여름학교 1 학기는 6 월 24 일-7 월 12 일, 2 학기는 7 월 16 일-8 월 2 일입니다.
중학교 프로그램은 자녀 학교의 여름학교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합시다.
여름학기 안내

2019 고등학생을 위한 커리어 준비 여름방학 캠프의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MCPS 8 학년 학생을 올여름, 고등학교 커리어 준비 캠프에 초대합니다. 참석하는
학생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커리어에 관하여 알아보고 자신의 커리어 목표와
관심을 MCPS 에 있는 커리어 아카데미와 고등학교 프로그램과 맞추어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캠프는 건축, 자동차부터 사이버 보안, 스파 서비스, 건설의 기초와
컴퓨터의 관리와 수리를 포함하는 6 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캠프는
7 월 15 일부터 8 월 2 일까지 Thomas Edison High School of Technology 에서 오전 8 시
15 분부터 오후 1 시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와 등록은 웹사이트 를 봅시다.
여름 커리어 준비 캠프

MCPS 가 5 월 28 일 영화 "써클(Circles)"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MCPS 학생, 가족과 교직원을 무료, 비공개 "써클(Circles)" 영화 상영회에
초대합니다. 영화 "써클(Circles)"은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생존자이며 회복적 정의
운동의 개척자인 Eric Butler 씨의 삶을 조명합니다. 2 년 넘게 촬영된 이 영화는
소외된 청소년을 보살피어 계속 학교에 다니도록 인도하고 즉결적인 정학과 퇴학의
관습을 친밀하고 정직한 맨토링으로 대체함으로써 인종적 차별과 맞서는

Butler 씨의 열정적인 노력을 담았습니다. 행사 기간에 영화 주인공, Eric Butler 씨의
회복적 서클의 적용과 성공에 관해 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복적 서클이란 공동체의 자기돌봄 프로세스이며, 갈등전환을 위한 시스템으로
평화운동가 도미니크 바터가 제창한 모델로서 유엔 등에서 유력한 갈등전환
프로세스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영화상영은 5 월 28 일 화요일 오후 6 시부터 Silver
Spring 의 AFI Silver Theater and Cultural Center 에서 있습니다. 입장은 무료입니다만
온라인으로 티켓을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레크리에이션과 공원에서 제공하는 여름방학 프로그램과 활동의
등록이 5 월 13 일부터 시작합니다.
Montgomery County Recreation 와 Montgomery Parks 는 올여름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수백 종류의 신나는 프로그램과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여름 프로그램 등록은
5 월 13 일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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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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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gomery College 에서 여름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Montgomery College 에서는 유치원-12 학년을 위한 200 개 이상의 여름 청소년
프로그램을 세 캠퍼스(Rockville, Germantown, Takoma Park/Silver Spring) 모두에서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Black Rocket 컴퓨터 기술과 프로그래밍 캠프,
서커스 캠프, FutureMakers 디자인과 만들기 캠프, Marriott 호스피탈리티의 키즈
키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름 프로그램은 6 월 17 일(월)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 Rockville 캠퍼스에는 수업 전과 방과 후 탁아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
여름 프로그램 안내 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