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2015년도 학사 일정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2014년
8월25일 첫 등교일
9월 1일 공휴일–노동절 사무실과 학교 휴무/휴교

9월 24일 임시 유치원-12학년 오전 수업의 날
수업준비/성적표/중간성적표 작성 점심 식사 후 학생 하교

9월 25일 로쉬 하샤나 학생과 교사 휴교
(얌키퍼는 10월 4일 토요일임)

10월 17일 MSTA 협의회  - MCAAP 가을 총회 학생과 교사 휴교
10월 30일 제 1차 성적 산출 기간 종료
10월 31일 교사연수의 날 학생 휴교 10개월 근무자 중 일부는 근무
11월 4일 공휴일-선거일 사무실과 학교 휴무/휴교
11월 10일 유치원-8학년 오전 수업의 날 학부모 면담의 날 점심 식사 후 학생 하교
11월 11일 유치원-8학년 오전 수업의 날 학부모 면담의 날 점심 식사 후 학생 하교
11월 12일 성적표 배부

11월 26일 오전 수업의 날 (유치원-12학년). 추수감사절 공휴
일

11월 27일-28일 공휴일—감사절 사무실과 학교 휴무/휴교
12월 24일-25일 공휴일–크리스마스 사무실과 학교 휴무/휴교
12월 26일, 29일, 30일, 31일 겨울 방학 학생과 교사 휴교

2015
1월 1일 공휴일-설날 사무실과 학교 휴무/휴교
1월 2일 겨울 방학 학생과 교사 휴교
1월 16일 2차 성적 채점 기간 종료
1월 19일 공휴일 -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 사무실과 학교 휴무/휴교
1월 20일 교사연수의 날 학생 휴교 10개월 근무자 중 일부는 근무
1월 29일 성적표 배부
2월 16일 공휴일–대통령의 날 사무실과 학교 휴무/휴교

2월 27일 임시 유치원-12학년 오전 수업의 날 
수업준비/성적표 작성 점심 식사 후 학생 하교

3월 26일 3차 성적 채점 기간 종료
3월 27일 교사연수의 날 학생 휴교
4월 3일 공휴일-성금요일 사무실과 학교 휴무/휴교
4월 6일 공휴일-부활절 사무실과 학교 휴무/휴교
4월 7일-10일 봄 방학 학생과 교사 휴교 
4월 14일 성적표 배부
5월 25일 공휴일 – 미국 현충일 사무실과 학교 휴무/휴교
6월 12일 마지막 수업일 점심 식사 후 학생 하교 
6월 15일 교사연수의 날
6월 23일 성적표 우송

2014-2015년도 학교 비상시 일정표
비상의 상황 등으로 인해 학교수업이 중단되었을 경우는 학교 수업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비상 상황 등으로 아래의 기간 동안 학교가 문을 닫을 경우 학교 수업 연장일
5 일   1일     2015년 6월 15일 
6 일   2일     2015년 6월 15일 16일
7 일   3일     2015년 6월 15일, 16일, 17일
8 일   4일     2015년 6월 15일, 16일, 17일, 18일
9 일   5일     2015년 6월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