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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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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으로의 
여름방학 
탐험여행
(ELO SAIL)

2018년도 연장학습의 기회,학습으로의 
여름 탐험여행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연장 학습의 기회
학습으로의 여름 탐험여행 
(ELO SAIL)

여러분 자녀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며 읽기, 
쓰기, 수학 등의 학력을 높일 특별한 기회로 여름철 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장소: 2018년 7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평일 오전 4시간 

❧ 대상:  •  2018년 9월 새 학사연도에 Kindergarten(유치원)-2학년이 되는 
학생

❧ 내용: •  학업성적에 도움이 되는 즐거운-그리고 또한, 무료-여름 
프로그램이 자녀의 학업을 도와줍니다.

 •  교통편 제공
 •  아침과 점심 제공 

❧ 등록 자녀 학교의 ELO SAIL에서 등록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은
301-230-0660으로

 전화합시다. 
자녀의 학교로 지금 등록합시다.

참여하는 4개의 초등학교 :
• Bel Pre 초등학교
• Captain James E. Daly 초등학교
• Rolling Terrace 초등학교
• Twinbrook 초등학교

2018년 연장 학습의 기회
학습으로의 여름 탐험여행 
(ELO SAIL)

다음은 Montgomery County의 선택된 4개 초등학교에서 오는 새 
학기에 킨더가든(유치원)-2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된 여름방학 
무료 학교, 연장학습의 기회, 학습으로의 여름탐험여행(Extended 
Learning Opportunities Summer Adventures in Learning-ELO SAIL)에 
관한 보편적인 질문과 답변입니다. 

1. 연장 교육의 기회, 학습으로의 
여름탐험여행(Summer Adven-
ture in Learning-ELO SAIL)은 어
떤 프로그램입니까? 
ELO SAIL은 학생의 독해력과 수학 
학력을 높일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
이 새 학년에 공부할 내용을 예습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2. 누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2018년 9월에 킨더가든-2학년이 
되는 학생들로 4개의 Title I 학교에 
등록한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우리 아이가 이번 프로그램에 
꼭 참가해야 합니까? 
이 프로그램은 25일간 진행되며, 
특히 새학기 초에 공부할 여러 가지 
내용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의 학력을 
유지하고 읽기와 수학 학력을 높이고 
학생이 학습에의 자신감과 즐거움이 
생기도록 도와줍니다. 학생들은 다음 
학년을 위해 그동안 배운 내용의 
복습과 새 학년의 예습을 하게 됩니다. 
저학년 학생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 

학교생활에 익숙해지며 친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의 등록을 권장 
합니다. 

4. 기간은 언제입니까? 
프로그램은 2018년 7월 9일에서 8월 
10일까지의 평일 오전 매일 4시간씩 
5주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5.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은 어떻게 
됩니까?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는 학생의 집 근처의 지정된 장소로 
무료로 통학버스를 운행합니다.

6. 프로그램의 일부로 식사가 제공 
됩니까? 
아침과 점심이 각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7. 학습으로의 여름탐험여행에 
우리 아이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