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력에 기록합시다 - 여름 프로그램 등록이 5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MCPS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여러 여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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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일(월)부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6월 28일(월)부터 

시작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프로그램은 7월 6일(화)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곳을 클릭해서 봅시다. 

4월의 커리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Let’s Talk Careers) 시리즈는 의료 보건관련 

분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번 달, "커리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Let’s Talk Careers)" 시리즈는 4월 

28일(수) 오전 10시-11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으며 의료 보건 분야와 커뮤니티 

보건 분야 초대손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커리어에 관해 이야기해봅시다(Let’s Talk Careers)"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MCPS 졸업생들이 매달 자신의 커리어와 진로에 관해 이야기하는 실시간 

시리즈입니다. 



학생의 질문에 답해 줄 이번 초대손님은 Montgomery County Health Officer and 

Chief of Public Health Services의 Travis Gayles씨; Care for Your Health, Inc. 

공동창립자이자 이사인 Anna Maria Izquierdo-Porrera씨; regional president, Mid-

Atlantic States, Kaiser Permanente의 지역 사장인 and Ruth Williams-

Brinkley씨입니다. 

학생은 세션 전에 이곳을 통해 또는 유튜브 채팅에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 시청은  이곳 을 통해 또는 MCPS-TV (Comcast 34, Verizon 36, RCN 89)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월 커리어에 관해 이야기해봅시다(Let’s Talk Careers) 

  

DACA 정보 제공 세션이 4월 14일에 있습니다. 

MCPS, Montgomery College(MC), CASA가 제공하는 아동기 도착을 위한 유예하는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DACA) 신분에 관한 정보제공 설명회에 

학생과 커뮤니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DACA는 추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취업 허가 및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합니다. DACA를 통해 Maryland 

고등학교 졸업생은, 공립 2년제 단과대학인 커뮤니티 칼리지 또는 대학교에서 주 

내 거주자와 같은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DACA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과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MCPS, MC, CASA와 연락하는 방법 등의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4월 14일 

저녁 7시부터 시작하는 웨비나에 함께 참석합시다.  

스페인어 통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이곳에서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