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여름학기 프로그램
교육구 고등학교 (Regional High School)
1학기: 6월 25일-7월 13일
2학기: 7월 17일-8월 3일

• John F. Kennedy 고등학교
•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 Northwest 고등학교
• Walt Whitman 고등학교
일반 수업과 연합/온라인 과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생 인터넷으로의 학습(Student eLearning)
다양한 세션: 6월 23일-8월 6일
• 건강
• 컴퓨터 과학의 기초
• 과학 기술의 기초

여름 졸업을 위한 온라인과정
(Summer Online Pathway to Graduation)
과목 제공 기간: 6월 25일-8월 9일

여름 졸업식에 참여하기 원하는 12학년 학생의
마지막 날은 8월 2일입니다.

지역 여름학교 사무실• 301-279-3202
여름학교 프로그램의 변경은 다음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extendedhours/summerschool
STUDENT ELEARNING OFFICE AND SUMMER ONLINE PATHWAY TO GRADUATION • 301-517-5921
eLearning과 졸업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Summer Online Pathway)에의 변경은 다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onlin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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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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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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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역 고등학교 여름학교 프로그램
오전 8시 10분-오후 1시
1학기: 2018년 6월 25일-7월 13일
2학기: 2018년 7월 17일-8월 3일
달력
5월 9일. . . . . . . .  1학기와 2학기 등록 시작
6월 5일. . . . . . . .  1학기 등록 마감일. 학교에서
낮 12시 이전(MCPS 학생)
6월 8일-11일. . . .  제1학기-추가 등록
CESC 로비 콤퍼런스 룸 자리가
있을 경우에 한함. 6월 8일
오후 1시 -5시.  6월 11일 오전
7시 30분-오후 1시
6월 22일. . . . . . .  2학기 등록 마감일 학교에서
낮 12시 이전(MCPS 학생)
6월 25일. . . . . . .  1학기 개학 첫 날
6월 29일. . . . . . .  1학기 환불 요청 마감일
7월 3일. . . . . . . .  중간성적보고
7월 4일. . . . . . . .  공휴일-학교 휴무
7월 11일-12일. . .  제2학기-추가 등록
CESC 로비 콤퍼런스 룸 자리가
있을 경우에 한함.  
7월 11일 오후 1시-5시,
7월 12일 오전 7시 30분-오후
1시 머니오더로만 받음
7월 13일. . . . . . .  1학기 마지막 날
7월 17일. . . . . . .  2학기 첫날
7월 18일. . . . . . .  성적표 우송
7월 23일. . . . . . .  2학기 환불 요청 마감일
7월 25일. . . . . . .  중간성적보고
7월 26일. . . . . . .  여름 학교 담당 비서에게의
학생 졸업 페키지 제출 마감일

8월 3일. . . . . . . .  2학기 마지막 날
8월 7일. . . . . . . .  졸업식 예행연습-오후 2시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강당
8월 8일. . . . . . . .  성적표 우송
8월 9일. . . . . . . .  졸업식 오전 11시.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강당

장소
John F. Kennedy 고등학교
1901 Randolph Road
Silver Spring, Maryland 20902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250 Richard Montgomery Drive
Rockville, Maryland 20850
Northwest 고등학교
13501 Richter Farm Road
Germantown, Maryland 20874
Walt Whitman 고등학교
7100 Whittier Boulevard
Bethesda, Maryland 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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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S 학생 등록 과정
등록 인원은 제한이 있으며 선착자 우선입니다.
1학기 마감일:
2학기 마감일:

2018년 6월 5일 오후 12시
2018년 6월 22일 오후 12시
장소: 학교
장소: 학교
1학기와 2학기 마지막 등록

(자리가 있을 경우에 한함)
CESC, 850 Hungerford Drive, Lobby Conference Room, 수업료는 우편환/머니오더로만 받음.

1학기 - 6월 8일 오후 1시-5시. 6월 11일 오전 7시 30분-오후 1시
2학기 - 7월 11일-오후 1시-5시. 7월 12일 오전 7시 30분-오후 1시
모든 등록원서는 작성후 교직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1. 학생은  필요한 과목을 확인하기 위해 카운슬러와의 상담을 요청하고 맞는 학기에 신청하기 위해 Google 등록양식을 작성합시다.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extendedhours/summerschool/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학부모/후견인과
학생은 이메일로 완성된 양식을 받게 됩니다. 받으신 양식을 프린트한 후 서명을 해야합니다.
2. 카운슬러는 학생을 만나 필요한 과목을 확인하고 선택한 과목을 검토하며 등록원서에 서명하고 OASIS에 등록합니다.
3. 카운슬러는 현금, 수표, 우편환 혹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학교 재정 담당자에게 지불하는 방법 그리고 학비 면제 양식, 면제
선택과 학부모/후견인의 서명 등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학생에게 안내를 해줍니다.  
4. 학생은 서명받은 등록 양식*, 등록금 그리고 면제 양식(해당되는 경우)를 학교 재정담당(financial specialist)에게 꼭 제출해야
합니다. 각 학생은 수업등록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받게 되며, 이 영수증은 수업등록을 확인하는 증명서가 됩니다.  
5. 수강료:
• 체크/마니오더(우편환): 수취인을 MCPS로 하고 수표의 주소 아래에 학생의 ID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수표에는 이름과 주소가
인쇄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수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크레딧/데빗 카드 (비자 /마스터 카드 만 가능): 온라인 지불은 학교 지불 웹사이트, http://osp.osmsinc.com/MontgomeryMD/
왼쪽의 메뉴에서 REGIONAL SUMMER SCHOOL FEES를 선택합니다. 그 후, Regional Summer Fees (고등학교) 링크를
선택합니다. 등록 수속을 한 날, 오후 6시 이후부터만 온라인으로 지불을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위해 영수증을 프린트합시다.
• 학생은 수업료가 완불되어야만 등록이 된 것입니다.
6. 담당교사 배정은 바꿀 수 없습니다. 특정 교사를 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7. 등록학생 수 미달로 인해 강좌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만 연락을 받습니다.

MCPS에 다니지 않는 학생의 등록 절차
등록 인원은 제한이 있으며 선착자 우선입니다.

우편 1학기 마감일:

2018 6월 4일 이전
우편소인까지입니다.

우편 2학기 마감일:

2018 6월 20일 이전
우편소인까지입니다

1. Google 양식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extendedhours/을 작성하고 모든 서명을 한 후,  
등록금과 함께 다음 주소로 우송합니다. Regional Summer School Office 850 Hungerford Drive, Room 257,
Rockville, Maryland 20850
2. 수강료: 위의 5번을 봅시다.
3. 우송 전에 최종 확인 목록 o 등록 양식
o 상담교사*/학부모 서명
o 지불
o 학비 면제 양식(해당되는 경우)(Montgomery 카운티 거주자만 해당 됨)
4. 연합/온라인 과목은 예외입니다.

*예비 9학 학생은 중학교 상담교사와 고등학교장 또는 그 대리인이 등록 양식을 승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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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조정안

수업 첫날, 학부모 그리고/혹은 법적 후견인은 학생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또는 504 프로그램에 포함된 조정안 사본을
여름학교 행정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교사가
해당 학교에 배치됩니다.

출결석

고등학교 여름학교 학기 동안 제공하는 매우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위하여 철저한 출석이 요구됩니다. 결석과 지각에
대한 학부모로부터의 사유서가 요구되며 모든 경우 여름학교
담당 사무실에서 확인할 것입니다.  학생이 결석 2번 또는 지각
6번을 할 경우, 해당 수업은 취소되며 학점과 성적도 받을 수
없습니다. 환불도 받지 못합니다.

졸업식 안내

졸업에 관한 양식과 정보 자료는  여름학교 센터 비서에게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름학교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후 졸업할
계획을 하고 있는 MCPS 학생은 선택 양식을 2018 7월 26일
(목)까지 여름학교 센터 비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졸업식 예행연습: 2018 7월
8일(화)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강당, 오후 2
시
• 졸업식:   2018 8월 9일(목)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강당, 오전 11시

날씨로 인한 연기일

등록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과목은 취소됩니다. 취소되는
경우 학생들에게 통보되며 다른 강좌 그리고/또는 다른 장소로
변경하거나 환불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날씨로 인해 학교가 휴교할 경우, 수업시간이 1.5시간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날씨에 관한 비상안내는 개학 중의 안내와 같이 TV, 라디오,
MCPS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됩니다. 녹음된 비상 안내는 301279-3673으로 전화합시다.

정리

의학적 정보

훈육

진도 확인

강좌 취소

모든 비용은 납부되어야 하며 여름학기 동안 학생에게 대출된
교재 교구 일체는 적절한 교사에게 반납되어야 합니다.
학생은 MCPS와 여름학교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일 이상의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프로그램 등록이
취소되어 더 이상 수강할 수 없습니다. 여름학교 프로그램은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이틀 이상 학생이 결석한 경우, 학생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과목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통과하기 힘들어집니다.

적격한 학생

고등학교 여름학교는 현재 9-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8학을 수료한 학생은 홈스쿨 교장(혹은 대리인)
의 추천과 진학할 고등학교 교장 (혹은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학점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

중간성적보고

중간성적표가 모든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1학기-2018년 7월 3일
2학기-2018년 7월 25일

주의할 점: 자녀에 관련된 중요한 의학적 정보를 여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직접 알려야 합니다.
MCPS 의무 분기별 평가시험(RQA)이 각 분기 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환불

환불 지원 마감일:
• 1학기: 2018년 6월 29일 (금)
• 2학기: 2018년 7월 23일(월)
환불 지침:
• 등록 학생 수 미달로 강좌/과목이 취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환불됩니다.
• 수업 시작 후 5일 이내의  경우, 부분적 또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후견인은 환불 마감이 전에
환불 요청을 해야만 환불 적용을 받습니다.
• 부분 또는 전액 환불은 입원이나 학생의 질병으로
여름학교에 출석할 수 없게 된 학생이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학부모/후견인은 환불 마감이 전에
환불 요청을 해야만 환불 적용을 받습니다.
• 결석을 이유로 여름학교 등록이 취소된 학생은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여름학교에서 정학/퇴교 조치를 받았을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불은 8주 걸리며 환불은 크레딧카드로 지불한 경우에도 모두
체크로 받게 됩니다.
(양식은 다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
extendedhours/summerschool)
다음 쪽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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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등록하는 방법은 2쪽 등록 안내를 봅시다.  등록원서는 다음
웹사이트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
extendedhours/summerschool에 있습니다.

성적표

성적표는 강좌가 끝난 후 각 학생의 가정으로 우송됩니다.
MCPS에 등록된 학생이 아닌 경우는, 성적표 사본이 학생의
학교와 가정으로 우송됩니다.

카운티 거주/비거주 학생

• 카운티 거주 학생--거주 학생이란 Montgomery County
에 연중 거주하는 자이거나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카운티 거주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 비거주자—홈스쿨   그리고 부모 혹은 법정 후견인이
몽고메리 카운티 외부에 있는 경우입니다.
• 외국 학교에 재학 중이고 MCPS의 School Counseling,
Residency, and International Admissions Office(
국제학생 입학처)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학생은 본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성적표

MCPS 학생—갱신된 성적표는 학교 카운슬러에게 문의합시다.
비MCPS 학생은 여름학교 성적표를 받지 않습니다.

교통수단

여름학교 장소까지의 등하교 교통편은 학부모님들께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Ride On 버스의 청소 패스(Summer
Youth Pass-$18로 여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패스)와 Youth
Cruiser SmarTrip® 카드($2)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
youthcruiser.com를 보시거나 전화 311로 문의합시다.
Ride On 버스 서비스:
John F. Kennedy 고등학교
1901 Randolph Road, Silver Spring, MD
Metro route C8와 Ride On 10번은  매일 운행.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250 Richard Montgomery Drive, Rockville, MD
Ride On routes 46번(매일 운영)과 81번(러시아워에만
운영)가 Rockville Pike에 있습니다.   Rockville Metro
Station 지역 Ride On 루트: 44, 52, 101은 러시아워에만
운행. 45, 47, 48, 49, 54, 55, 56, 59, 63, 301은 매일
운행. Rockville 메트로역에서 Metrobus 루트가 있습니다.
Northwest 고등학교
13501 Richter Farm Road, Germantown, MD
Ride On 74번 매일 운행.
Walt Whitman 고등학교
7100 Whittier Boulevard, Bethesda, MD
Ride On 29번 매일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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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모든 학생은 학비를 완불해야 반에서의 좌석을 확보하고 등록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학비는 학생 학교 또는 온라인(신용카드)
을 통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체크 또는 머니오더는 MCPS 앞으로 적어 주십시오.
• 수표에는 성명과 주소가 인쇄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반송됩니다.
• 주소 아래에 학생의 이름과 MCPS ID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MCPS 외부 학생인 경우, 주소 아래에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수표가 리턴될 경우 또는 크레딧카드 결제가 안 될 경우
수수료 $25이 부과됩니다.
• 신용/데빗 카드(VISA 또는 MasterCard 만 가능)로
지불할 경우, 온라인으로 지불합시다. http//osp.osmsinc.
com/MontgomeryMD/. 왼쪽의 메뉴에서 REGIONAL
SUMMER SCHOOL FEES를 선택합니다. 그 후, Regional
Summer Fees (고등학교) 링크를 선택합니다. 등록
수속을 한 날, 오후 6시 이후부터 온라인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위해 영수증을 프린트합시다.

면제

학비 면제를 통하여 등록비를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
학교 학비 할인 혹은 면제 신청서 Application for Partial or
Full Waiver for Summer School Tuition (MCPS Form 3254)는 각 학교와 온라인 www.montgomeryschoolsmd.org/
departments/extendedhours/summerschool에 있습니다

MCPS 교육구 지역별 여름학교
1학기 과목 일반 수업 과목
6월 25일-7월 13일
• 수업은 매일 오전 8시 10분-오후 1시입니다.
• 한 학기 당, 반은 14일 간입니다.
과목 설명은 다음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coursebulletin.montgomeryschoolsmd.org.
과목

과목 번호

선이수 과목

학점

학비

제공 장소

영어
영어 9A

1311

영어 8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Walt Whitman 고등학교

영어 10A

1321

영어 9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Walt Whitman 고등학교

영어 11A

1331

영어 10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Walt Whitman 고등학교

영어 12A

1341

영어 11 학습 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7835

다음 학도 10학 또는 그
이상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Walt Whitman 고등학교

대수 1A

3111

9-12 학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Walt Whitman 고등학교

대수 2A

3301

대수1과 기하학 학습
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Walt Whitman 고등학교

대수 2A 브릿지

3053

대수1과 기하학 학습
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Walt Whitman 고등학교

건강
종합보건교육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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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S 교육구 지역별 여름학교
1학기 과목 일반 수업 과목(계속)
6월 25일-7월 13일
• 수업은 매일 오전 8시 10분-오후 1시입니다.
• 한 학기 당, 반은 14일 간입니다.
과목 설명은 다음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coursebulletin.montgomeryschoolsmd.org.
과목

과목 번호

선이수 과목

학점

학비

제공 장소

3201

대수1A, 1B 학습 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Walt Whitman 고등학교

3489

대수 2A, 2B 학습 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생물 A

3631

9-12 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Walt Whitman 고등학교

화학 A

3721

기하학 A B 학습 결과
유지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현대 세계사 A

2221

11-12 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연방, 주 그리고 지방
정치 A

2107

10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Walt Whitman 고등학교

미국사 A

2110

9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Walt Whitman 고등학교

5161

9-12 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Walt Whitman 고등학교

기하학 A

예비 미적분 A

과학

사회

과학 기술 교육
과학 기술 기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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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S 교육구 지역별 여름학교
1학기 과목 일반 수업/온라인반 과목
6월 25일-7월 13일
MCPS 학생에게 한 함.
다음 혼합/온라인 과목은 일반 수업과 온라인 교습의 혼합으로 이루어집니다.

• 이 혼합/온라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학기 당 8일의 직접 참석해야 하는 직접 교습이 있습니다.
• 웹을 통한 실시간 교습이 학기 당 6일 제공됩니다.  교사는 여름 학교 사이트에서 일하며 웹컴퍼런스 수업일에 학생들에게
개별도움을 제공합니다.
• 학생은 온라인 코스를 스스로 완성해야 합니다.

요건:

• 학생은 MCPS Gmail 어카운트가 있어야 하며 이메일을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MCPS에 재학하지 않는 학생은 혼합/온라인
과목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학생은 데스크탑, 랩탑 컴퓨터 또는 Chromebook로 Google Chrome이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은
Montgomery 카운티 공공도서관과 MCPS 여름학교가 있는 학교에서 무료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은 Project Reboot가 제공하는 할인된 재정비 컴퓨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카운슬러, 학교장과 Linkages to Learning
직원은 학생과 학생 가족에게 필요한 Project Reboot 추천양식과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Project Reboot
에 관한 추가안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www.projectreboot.org/index.html
과목

과목 번호

선이수 과목

학점

학비

제공 장소

영어 9A
혼합/온라인

1311

영어 8 학습 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대수 1A
혼합/온라인

3111

9-12 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대수 2A
혼합/온라인

3301

대수1과 기하학 학습
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기하학 A
혼합/온라인

3201

대수1A, 1B 학습 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생물 A
혼합/온라인

3631

9-12 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미국사 A
혼합/온라인

2110

9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혼합/온라인 학습 1학기 반 스케줄
6월 25일
교실/수업시간
오전 8시 10분-오후 1시

6월 26일
온라인과/또는 학교에서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27일
교실/수업시간
오전 8시 10분-오후 1시

6월 28일
온라인과/또는 학교에서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29일
교실/수업시간
오전 8시 10분-오후 1시

7월 2일
교실/수업시간
오전 8시 10분-오후 1시

7월 3일
온라인과/또는 학교에서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4일

7월 5일
교실/수업시간
오전 8시 10분-오후 1시

7월 6일
온라인과/또는 학교에서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9일
교실/수업시간
오전 8시 10분-오후 1시

7월 10일
온라인과/또는 학교에서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교

7월 11일
교실/수업시간
오전 8시 10분-오후 1시

7월 12일
7월 13일
교실/수업시간
온라인과/또는 학교에서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오전 8시 10분–10시 40분
성적표 준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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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S 교육구 지역별 여름학교
2학기 과목 일반 수업 과목
7월 17일-8월 3일
• 수업은 매일 오전 8시 10분-오후 1시입니다.
• 한 학기 당, 반은 14일 간입니다.
과목 설명은 다음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coursebulletin.montgomeryschoolsmd.org.
과목

과목 번호

선이수 과목

학점

학비

제공 장소

영어
영어 9B

1312

영어 8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Walt Whitman 고등학교

영어 10B

1322

영어 9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Walt Whitman 고등학교

영어 11B

1332

영어 10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Walt Whitman 고등학교

영어 12B

1342

영어 11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Walt Whitman 고등학교

7835S2

다음 학년도 10학년 혹은
그 이상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Walt Whitman 고등학교

건강
종합보건교육

수학
대수 1B

3112

9-12 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Walt Whitman 고등학교

대수 2B

3302

대수1과 기하학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Walt Whitman 고등학교

대수 2B 브릿지

3054

대수1과 기하학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Walt Whitman 고등학교

기하학 B

3202

대수1A, 1B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Walt Whitman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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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S 교육구 지역별 여름학교
2학기 과목 일반 수업 과목(계속)
7월 17일-8월 3일
• 수업은 매일 오전 8시 10분-오후 1시입니다.
• 한 학기 당, 반은 14일 간입니다.
과목 설명은 다음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coursebulletin.montgomeryschoolsmd.org.
과목

과목 번호

선이수 과목

학점

학비

제공 장소

3490

대수 2A, 2B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생물 B

3632

9-12 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Walt Whitman 고등학교

화학 B

3722

기하학 A B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현대 세계사 B

2222

11-12 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연방, 주,
지방 정치 B

2108

10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미국사 B

2112

9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Walt Whitman 고등학교

5162

9-12 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Walt Whitman 고등학교

예비 미적분 B

과학

사회

과학기술교육
과학 기술 기초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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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S 교육구 지역별 여름학교
2학기 과목 일반 수업/온라인반 과목
7월 17일-8월 3일
MCPS 학생에게 한 함.
다음 혼합/온라인 과목은 일반 수업과 온라인 교습의 혼합으로 이루어집니다.

• 이 혼합/온라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학기 당 8일의 직접 참석해야 하는 직접 교습이 있습니다.
• 웹을 통한 실시간 교습이 학기 당 6일 제공됩니다.   교사는 여름 학교 사이트에서 일하며 웹컴퍼런스 수업일에 학생들에게
개별도움을 제공합니다.
• 학생은 온라인 코스를 스스로 완성해야 합니다.

요건:

• 학생은 MCPS Gmail 어카운트가 있어야 하며 이메일을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MCPS에 재학하지 않는 학생은 혼합/온라인
과목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학생은 데스크탑, 랩탑 컴퓨터 또는 Chromebook로 Google Chrome이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은
Montgomery 카운티 공공도서관과 MCPS 여름학교가 있는 학교에서 무료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은 Project Reboot가 제공하는 할인된 재정비 컴퓨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카운슬러, 학교장과 Linkages to Learning
직원은 학생과 학생 가족에게 필요한 Project Reboot 추천양식과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Project Reboot
에 관한 추가안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http://www.projectreboot.org/index.html.
과목

과목 번호

선이수 과목

학점

학비

제공 장소

영어 9B
혼합/온라인

1312

영어 8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대수 1B
혼합/온라인

3112

9-12 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대수 2B
혼합/온라인

3302

대수1과 기하학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기하학 B
혼합/온라인

3202

대수1A, 1B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생물 B
혼합/온라인

3632

9-12 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미국사 B
혼합/온라인

2112

9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 340 비 거주민

John F. Kenned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혼합/온라인 학습 2학기 반 스케줄
7월 16일
서비스 제공
휴교

7월 17일
교실/수업시간
오전 8시 10분-오후 1시

7월 18일
온라인과/또는 학교에서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9일
교실/수업시간
오전 8시 10분-오후 1시

7월 20일
온라인과/또는 학교에서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23일
교실/수업시간
오전 8시 10분-오후 1시

7월 24일
온라인과/또는 학교에서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25일
교실/수업시간
오전 8시 10분-오후 1시

7월 26일
온라인과/또는 학교에서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27일
교실/수업시간
오전 8시 10분-오후 1시

7월 30일
교실/수업시간
오전 8시 10분-오후 1시

7월 31일
온라인과/또는 학교에서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1일
교실/수업시간
오전 8시 10분-오후 1시

8월 2일
8월 3일
교실/수업시간
온라인과/또는 학교에서
오전 8시 10분–10시 40분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성적표 준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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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을 위한 영어 교육
(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ESOL) 여름학교 등록
ESOL(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수준 1-3인 학생으로 여름학교에 등록하고 싶은
경우는 해당 과목과 학기를 적어 Google 등록
양식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일부 학비 할인이
Waiver 양식을 작성할 경우, 제공될 수 있습니다.  
ESOL 리소스 교사(RT), 학교 ESOL 카운슬러, 학생
카운슬러가 학생의 등록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ESOL 레벨 1-3에 등록 중인 학생은 영어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개발하는 Milestones 교재와
교구자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ESOL 랩 강화학습
코스의 학생은 학업에 사용되는 영어를 배울 기회가
제공되며 ESOL 수준에 따라 적절한 진도의 Edge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습니다. ESOL 랩 과목에서의
옵션은 2학기 중 MCPS에 등록한 ESOL 학생을
위한 것으로 다음 ESOL 수준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나 이전 ESOL 수준을 수강할 필요는 없을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과목

과목 번호

이 프로그램에 등록을 위해 -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ESOL 프로그램에 등록된 MCPS 학생.

•

등록 양식에 서명할 ESOL 리소스 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

고등학교에서 현재 ESOL 레벨 1-3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본 프로그램에 등록을 원하는 새학기에 9학이 되는 학생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ESOL 프로그램에 등록된 MCPS 중학생.

•

중학교 ESOL 교사가 추천한 학생

•

등록 전, 고등학교 학교장이나 대리인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랩 코스1206와 1216등록용

ESOL 1학기

선이수 과목

학점

학비

ESOL 레벨 1A

1201

영어 학점 또는 영어 보강 학점
고등학생용

영어

$140

ESOL 레벨 2A

1202

영어 학점 또는 영어 보강 학점
고등학생용

영어

$140

ESOL— 레벨
3A

1203

영어

$140

ESOL 랩 A

1206

선택과목

$140

선이수 과목

학점

학비

영어 학점 또는 영어 보강 학점
고등학생용
ESOL 레벨 1과 ESOL 레벨 2, 강화학습 선택
과목
고등학생과 9학이 되는 학생
2018학사연도 2학기, MCPS에 등록하게 될
전학생에게 추천합니다.

고등학교 사이트
Northwest 고등학교
John F. Kenned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John F. Kennedy
고등학교
John F. Kenned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John F. Kennedy
고등학교

ESOL 2학기
과목

과목 번호

ESOL 레벨 1B

1211

영어 학점 또는 영어 보강 학점
고등학생용

영어

$140

ESOL 레벨 2B

1212

영어 학점 또는 영어 보강 학점
고등학생용

영어

$140

ESOL 레벨 3B

1213

영어

$140

ESOL 랩 B

1216

선택과목

$140

영어 학점 또는 영어 보강 학점
고등학생용
ESOL 레벨 1과 ESOL 레벨 2, 강화학습 선택
과목
고등학생과 9학이 되는 학생
2018학사연도 2학기, MCPS에 등록하게 될
전학생에게 추천합니다.

고등학교 사이트
Northwest 고등학교
John F. Kenned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John F. Kennedy
고등학교
John F. Kenned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John F. Kennedy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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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Learning 과목
다음과 같을 경우, eLearning을 선택합시다.
•
•
•
•
•

융통적인 스케줄로 학습하고 싶다.
토요 또는 월요일에의 모임을 선호한다.
적절한 인터넷 연결과 컴퓨터에 연결될 수 있다.
글쓰기를 통해 의사소통이 편하다.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며 자기관리가 된다.

등록을 마치기 위해, 이메일 주소, 학생 번호, 카운슬러의 이메일 주소가 ㅍ리요합니다.  양식을 모두 작성하고 서명
(학생, 학부모, 카운슬러)한 후, 학생 eLearning 사무실에 제출합시다.  Student eLearning office이 양식을 받으면
등록절차가 시작됩니다.
등록: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onlinelearning/registration/index.aspx
종합 보건교육(Comprehensive Health) (코스 7835)
선이수 과목: 다음 학도 10학 또는 그 이상

비용:  0.5 학점 당$300 카운티 거주민

학생은 정신건강, 담배, 알코올, 기타 약물에 관한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배우고 실생활 기술을 개발합니다. 개인과 소비자
건강과 다른 중요한 주제에 관해 배웁니다.  이 과목 또는 학교에 있는 동일한 과목은 졸업요건입니다만, 과목에서 가르치는
내용때문에 학부모의 승인이 요구됩니다.  
장소

수업 기간
(3주)

직접 만나는 회의/수업*
날짜

시간

The Center for Technology Innovation

6/23/18–7/14/18

6/23/18 & 7/14/18

오전 8시-오후 12시

The Center for Technology Innovation

6/23/18–7/14/18

6/23/18 & 7/14/18

오후 12시 30분–오후 4시 30분

Gaithersburg 고등학교

6/25/18–7/16/18

6/25/18 & 7/16/18

오전 11시 30분-오후 3시 30분

Gaithersburg 고등학교

6/25/18–7/16/18

6/25/18 & 7/16/18

오후 4시–오후 8시

The Center for Technology Innovation

6/30/18–7/21/18

6/30/18 & 7/21/18

오전 8시-오후 12시

The Center for Technology Innovation

6/30/18–7/21/18

6/30/18 & 7/21/18

오전 12시 30분–오후 4시 30분

The Center for Technology Innovation

7/7/18–7/28/18

7/7/18 & 7/28/18

오전 8시-오후 12시

The Center for Technology Innovation

7/7/18–7/28/18

7/7/18 & 7/28/18

오전 12시 30분–오후 4시 30분

Gaithersburg 고등학교

7/9/18–7/30/18

7/9/18 & 7/30/18

오전 11시 30분-오후 3시 30분

Gaithersburg 고등학교

7/9/18–7/30/18

7/9/18 & 7/30/18

오후 4시–오후 8시

*의무사항인 직접 만나는 회의/수업은 수업 첫날과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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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과학의 정석(Fundamentals of Computer of
Computer Science) A/B (코스 2922/2923)
비용:  0.5 학점 당 $300 카운티 거주민
이 코스는 컴퓨터 개념으로의 연계를 제공합니다.  이 과목은 컴퓨터의 개념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이 컴퓨터가 도구와
사람의 컴퓨터 활용, 문제 해결, 웹디자인,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로봇공학 학습을 통해 문제해결에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이 과목은 테크놀로지 교육 졸업 요건을 충족합니다.

장소

수업 기간*
(3주)

학기
날짜

시간

Gaithersburg 고등학교

1학기

6/24/18–7/15/18

오전 9시-오후 1시

Gaithersburg 고등학교

2학기

7/15/18–8/4/18

오전 9시-오후 1시

테크놀로지의 정석(Fundamentals of Technology) A/B (코스 5161/5162)
비용:  0.5 학점 당$300 카운티 거주민
학생은 역사의 영향, 과학기술과 학습의 다른 분야 간의 관계와 연결을 통해 테크놀로지의 특징과 범위를 알고 깊이 있게
이해합니다. 학생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 절차를 사용하여 디자인 특질과 개발 기술에의 이해를 개발합니다. 이
과목은 테크놀로지 교육 졸업 요건을 충족합니다.

장소

수업 기간*
(3주)

과목
날짜

시간

Gaithersburg 고등학교

과학 기술 기초 A

6/23/18–7/14/18

오전 8시 30분-오후 12시 30분

Gaithersburg 고등학교

과학 기술 기초 B

7/14/18–8/4/18

오전 8시 30분-오후 12시 30분

Gaithersburg 고등학교

과학 기술 기초 A

6/23/18–7/14/18

오후 1시–오후 5시

Gaithersburg 고등학교

과학 기술 기초 B

7/14/18–8/4/18

오후 1시–오후 5시  

Gaithersburg 고등학교

과학 기술 기초 A

6/25/18–7/16/18

오전 8시 30분-오후 12시 30분

Gaithersburg 고등학교

과학 기술 기초 B

7/16/18–8/6/18

오전 8시 30분-오후 12시 30분

Gaithersburg 고등학교

과학 기술 기초 A

6/25/18–7/16/18

오후 1시–오후 5시

Gaithersburg 고등학교

과학 기술 기초 B

7/16/18–8/6/18

오후 1시–오후 5시

*의무사항인 직접 만나는 회의/수업은 수업 첫날과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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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을 위한 온라인과정(Online Pathway to Graduation)
여름학기 선택: 만약 다음을 이수하면 온라인을 통한 졸업 요건을 충족합니다.
• 저녁 회의를 선호한다.
• 적절한 인터넷 연결과 컴퓨터에 연결될 수 있다.
• 마감일을 지킬 수 있으며 교사의 도움 없이도 마감일을 제출할 수 있다.
• 융통적인 스케줄로 학습하고 싶다.
• 글쓰기를 통해 의사소통이 편하다.
•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며 자기관리가 된다.
여름 졸업을 위한 온라인과정(Summer Online Pathway to Graduation-SOPTG)는 고등학생에게 여름동안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은 4개의 반(2학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름 졸업을 에정하는 12
학/시니어 학생은 원래 크레딧을 위해 수업을 수강해야 합니다. (세계사 예외)
등록 요건:
• 이메일을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 데스크탑, 랩탑 컴퓨터 또는 인터넷에 연결해야 합니다.
• 과목 이수에는 39일 소요됩니다.  
• 지정된 서포팅센터에서 매주 한 시간씩 학습하여 체크인을 매주 해야 합니다.
등록: 학생은 필요한 과목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 카운슬러와 만나는 시간을 에약해야 합니다.  등록원서는 다음
웹사이트  에 있습니다.
등록을 마치기 위해, 이메일 주소, 학생 번호, 카운슬러의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첨부한 양식과 함께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양식을 모두 작성하고 서명(학생, 학부모, 카운슬러)한 후, 학생 eLearning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Student eLearning office가 양식을 받았을 경우에만 등록절차가 시작됩니다.
프로그램 비용:

$300. 개별 과목비는 없습니다.
부분 학비 보조는 해당학생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일정:

6월 25일 -8월 9일*
*여름 졸업식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12학년 학생은 8월 2일

센터 업무시간:

월-목 오후 5시-7시

학생 센터는 Center for Technology Innovation와 Einstein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등록기간 동안, 학생은
자신의 센터를 선택하게 됩니다.
과목
대수 I A/B(Algebra A/B) 예비 미적분
A/B(Precalculus A/B)

영어 I0 A/B

현대 세계사 A/B
(World History A/B)

스페인어 1A/B

대수 A/B(Algebra A/B)

수해문해
A/B(Quantitative
Literacy A/B)

영어 11A/B

생물 A/B
(Biology A/B)

스페인어 2A/B

2차 대수 II A/B/C/D

통계 A(Statistics A)

영어 12A/B

지구과학 A/B
(Earth Science A/B)

불어 1A/B

기하학 A/B(Geometry
A/B)

영어 9A/B

미국사 A/B

물리과학 A/B
(Physical Science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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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디스커버리(Project Discovery)
프로젝트 디스커버리: 신체적 장애(Project Discovery: Physically Disabled) 0435
유치원-12학까지
프로젝트 디스커버리트는 MCPS와 Montgomery County Recreation Department(MCRD)가
공동으로 후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으며 평균적인 지적 능력을 갖춘 4-18세의
학생을 위하여 고안되었습니다. 4세-18세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자리가 있을 경우에 한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독창적인 예술, 음악 그리고 (수영을 포함하는) 신체적 적응 교육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업 및 물리 치료사, 학교 보건 교사 그리고 MCRD가 제공하는 봉사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수용 인원은 30명입니다.
장소:
날짜:
시간:
학비:

Rockville 고등학교
2018년 7월 6일-8월 3일
오전 9시 40분-오후 1시 10분
MCPS $140와 MCRD $200

Project Discovery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등록 양식은 Jane Juliano씨에게 문의합시다. (전화번호 301657-4959) 등록 양식을 작성한 후, 수표 또는 우편환과 함께 다음 주소로 보냅니다. 수취인: MCPS
앞으로 $140 그리고 MCRD 앞으로 $200을 작성해야 합니다. 2장의 체크가 필요합니다.
등록 마감일은 2018 5월 11일(금)입니다.
보낼 곳: Juliano, Physical Disabilities Program,8001 Lynnbrook Drive, Bethesda, MD 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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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S 차별 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조상, 조국,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역할,
성 표현, 성 취향, 가족/부모 상태, 결혼상태, 나이, 육체적 정신적 장애, 가난,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관련으로서의 차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차별은 오랫동안 우리가 심여를 기울여 만들어
육성하고 향상시켜 온, 모두에 대한 형평, 포용, 수용에 관한 우리의 노력을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차별의 일부 예에는
증오적 행동, 폭력, 무감각, 괴롭힘, 불링/왕따, 무례 또는 보복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공평성이란, 묵시적인 편견, 정당화할 수 없는 다른 관습,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구조적, 교육적 편견을 발견하고 고치도록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MCPS 교직원*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

MCPS 학생*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

Office of Employee Engagement and Labor Relations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850 Hungerford Drive, Room 55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OCOO-EmployeeEngagement@mcpsmd.org

Office of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of School Administration Compliance Unit
850 Hungerford Drive, Room 162
Rockville, MD 20850
301-279-3444
OSSI-SchoolAdministration@mcpsmd.org

*장애 학생을 위한 조정에 관한 질문, 불평 또는 요청은 Office of Special Education Resolution and Compliance Unit,
수퍼바이저 (전화:301-517-5864)로 문의합시다. 교직원을 위한 조정 또는 조절에 관한 질문은 Office of Employee
Engagement and Labor Relations,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240-740-2888로 문의합시다.
추가로 차별에 관한 불평사항은 다른 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예: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Baltimore Field Office, City Crescent Bldg., 10 S. Howard Street, Third Floor,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또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Lyndon Baines Johnson Dept.
of Education Bldg.,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1100,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 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and Web Service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시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전화 301-740-1800, 301-637-2958 (VP) 또는
Interpreting_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시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구 지역별 여름학교 사이트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1901 Randolph Road
Silver Spring, Maryland 20902
전화: 240-740-0100
Fax: 301-929-2240
www.montgomeryschoolsmd.org/schools/kennedy
고등학교/

250 Richard Montgomery Drive
Rockville, Maryland 20852
전화: 301-610-8000
Fax: 301-279-8428
www.montgomeryschoolsmd.org/schools/rm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Walt Whitman 고등학교

13501 Richter Farm Road
7100 Whittier Boulevard
Germantown, Maryland 20874
Bethesda, Maryland 20817
전화번호: 301-601-4660
전화번호: 301-320-6600
Fax: 301-601-4662
Fax: 301-320-6594
www.montgomeryschoolsmd.org/schools/northwest www.montgomeryschoolsmd.org/schools/whitman
고등학교/
고등학교/

학생 eLearning 사이트
The Center for Technology Innovation
Gaithersburg 고등학교

여름 졸업을 위한 온라인과정
(Summer Online Pathway to Graduation)
The Center for Technology Innovation
Albert Einstein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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