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인턴십의 기회, Summer RISE 프로그램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MCPS 는새학년도에 11 학년과 12 학년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
2021 여름 RISE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의 지원을 4 월 26 일(월) 오후 5 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Summer RISE 프로그램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의 11 학년과
12 학년이 되는 학생들에게 여름방학 동안 미래 커리어와 진로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7 월에 교육적 학습의 기회와 여러 커리어를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Summer RISE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안내와 등록 방법은 웹사이트: www.MCPSSummerRISE.org 를 봅시다.

중요한 날짜: 여름 프로그램 등록이 5 월 3 일부터 시작합니다. 기록하여 두시고 꼭
등록합시다
MCPS 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여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여름
프로그램은 수학, 문해력, 선택 과목과 다음 학년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학습에서의
손실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수학, 문해/영어 및
특별/선택 과목을 포함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고등학교는 졸업을 위한
필요 학점을 취득할 기회를 재수강과 첫 학점 취득 학생 모두에게 제공하며 비학점
과목의 기회도 함께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교통편과 함께 무료로 제공됩니다.
모든 학교/학군에서 제공합니다.

원격 온라인(비대면)과 대면 옵션이 제공됩니다.
등록은 5 월 3 일부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6 월 28 일(월)부터 시작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프로그램은 7 월 6 일(화)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해서 봅시다.

MCPS 는 수학 촉진(Accelerated;) 과목을 계속 제공합니다.
미전국 연구데이터에 따르면, K-12 교육의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수학에서의
성취도가 이 팬더믹 기간 동안 제일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CPS
Department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al Programs 는 2020 년 팬더믹 중 학습의 지속
기간에 배우지 못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원격 온라인 학습 일정에 맞도록 의도적으로 압축, 축소, 제거되었던 표준
교과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친 이 계획은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또한, 교습을 가속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는
학생을 가장 잘 식별하는 방법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커뮤니티의 많은 질문에 답하여,
MCPS 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 과목의 촉진과정을 계속 유지합니다.
MCPS 는 또한,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사회적 정서적 학습 및 영어 개발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MCPS 수학
계획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5 월 25 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나눌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내용에 관한 정보
중고등학교 수학 복습 개요
2020-2021 중고등학교 원격 온라인 학습
중고등학교 수학 실행

커뮤니티를 위한 새 테크놀로지 도움 센터, 헬프 데스트 사이트가 업무를
시작합니다
Office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은 교육구 커뮤니티에 테크놀로지 지원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헬프 데스크 사이트(Community Help Desk portal)을 새롭게
런칭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운영하는 헬프
데스크를 통해, 학부모/후견인은 다음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어와 스페인어으로의 유용한 테크놀로지 지원 가이드와 비디오 설명,
스크린 캐스트 시청
원격 온라인 또는 라이브로 담당자와의 채팅
헬프 데스크에 도움을 요청하는 접수증(ticket) 제출 및 진행 상황 확인
학부모/후견인은 이메일(communitytechsupport@mcpsmd.org) 또는 전화(240-7407020)를 통해, 웹사이트에 신청한 접수증(ticket)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후견인은 이 도움 가이드를 사용하여 어카운트를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알려드릴 사항: 새 가상 아카데미 관심도 조사
원격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MCPS 가상 아카데미(Virtual Academy)가 올해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이 아카데미는 프리 킨더가든부터 12 학년 학생들에게 1 년 내내 비대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팬더믹 기간 동안의 가상 학습은 많은 학생들에게 매우
힘든 경험이었으나 또 일부 학생들은 이를 통해 학력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배우고 작업할 수 있는 유연성은 많은 가족들의 필요와 일부 학생의
사회, 정서적 요구를 지원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MCPS 는
온라인 학습 옵션을 구축하고 이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앞으로
보내 드릴 가상 아카데미 관심도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조사는 가상 아카데미에 참석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며 입학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가족의 관심사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상
아카데미 지원 방법 등의 자세한 안내를 가까운 시일 내에 교육구 커뮤니티와
공유하겠습니다.
MCPS 는 ESOL 평가시험을 실시합니다
매해, ESOL 서비스를 받는 학생은 영어 습득도를 측정하는 WIDA ACCESS
placement test for English Language Learners (ELLs) 평가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2021 학사연도 동안, 메릴랜드 주는 교육구에 이 시험을 선택
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MCPS 는 현재 대면 교습을 받고 있는, 기록에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level (ELP) 4 수준인, 5 학년과 8 학년 ESOL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합니다. 학교를 통해, 이에 해당하는 대면 학습과 원격 온라인 학습 중인
학생들 가족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ELP 수준 4 가 아니거나 5 학년과 8 학년이 아닌 학생의 학부모님 중 올학사연도에
WIDA ACCESS for ELLs 평가시험을 보게 하고 싶은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은 자녀가 평가시험을 보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평가시험 수험을
학교 행정팀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평가시험 수험 여부를 5 월
14 일까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는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요일에
평가시험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편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MCPS 에서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교통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험 일정이
결정되는 데로 학교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5 월 8 일부터 22 일은 ‘미전국 리메이크 학습의 날’입니다.
미 전국 리메이크 학습의 날(Remake Learning Days Across America-RLDAA)
페스티벌은 지역 사회의 많은 학습 기회를 기념하는 학습 축제입니다. 전국 17 개
지역에서 열리는 이 축하행사는 청소년들이 창의력, 인내심, 호기심을 개발할 수
있는 혁신적 경험과 기회에 초점을 맞춘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의 여러 분야의 기관, 학교, 도서관, 비영리단체,
사업체, 커뮤니티 센터 등이 함께 높은 수준의 학습 경험을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제공합니다. 이 행사는 학생과 학생 가족, 학생들을 돌보는 탁아와 교육 제공자를
위해, 교육적인 실체험을 제공하는 행사가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사는 무료이며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s://remakelearningdays.org/dm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