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CPS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위해 다양한 
여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여름 프로그램은 수학, 문해력, 
심화 학습과 다음 학년 준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례에 없는 
이번 학사연도 동안, 학생들이 
마치지 못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교통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모든 학교/학군에서 제공합니다. 

•  원격 온라인(비대면)과 대면 옵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원격 온라인(가상)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제공하며, 많은 학교의 
학생이 등록합니다.  학교 단위의 프로그램은 대면 교습으로 이루어집니다.

• 등록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  프로그램은 주 5일(7월 5일은 예외)  하루에 약 4.5 시간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프로그램)

•  고등학교 학점 취득 과목은 6월 28일부터 시작하는, 두 세션의 3주 
과정입니다.

•  초등학교와 중학교 프로그램 기간은 7월 6일-30일입니다.  
타이틀 I 학교는 7월 6일-8월 6일입니다.

학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관해 학교에서 직접 안내를 드립니다.

2021 MCPS 여름학교 프로그램

고등학교 학점 취득 과목: 두 세션, 3주 코스로 6월 28일부터 시작

초등학교와 중학교 프로그램: 7월 6일-30일 

타이틀 I 학교: 7월 6일-8월 6일

등록은 5월 3일부터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설명 형태 기간 등록 연락처

각 학교 여름학교 
프로그램(타이틀 I 
학교와 Summer UP 
학교 외)

수학, 문해/영어 및 특별/심화 과목을 
경합한 학교 기반 프로그램

대면, 등록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교대 
형태로 진행.

매일 4.5 시간.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제공.  
거주지에 따른 배정학교(홈스쿨)
에 참석을 권장합니다. ELO-SAIL을 
제공하는 학교는 가족의 선호에 따라 
대면 및 원격 온라인(가상)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4주간:
7월 6일-30일

7월 6일-8월 6일 
타이틀 I 학교

각 학교가 
제공하는  

온라인 등록

학교에 연락

Summer UP 학교 여름학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강화된 여름학교 프로그램을 6개 
초등학교(Fox Chapel, Highland 
View, Oakland Terrace, Pine Crest, 
Rock View, Stedwick)와 4개 중학교
(A. Mario Loiederman, Argyle, 
Gaithersburg, Neelsville)에서 제공.

대면, 등록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교대 
형태로 진행.

3주-4주간:
7월 6일-30일 

창구

각 학교가 
제공하는 온라인 

등록

학교에 연락.

연장 학습의 기회
(Extended Learning 
Opportunities-ELO) 
SAIL

위와 동일하게 타이틀 I 학교에서의 
강화 프로그램

학생 가족의 선호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원격 온라인(가상) 

5주간:
7월 6일-8월 6일

ParentVue에서 
둥록.

학교에 연락.

새 프로그램  
MCPS 원격 온라인 
여름학교

수학, 문해/영어 및 특별/심화 과목을 
결합한 교육구 전체 원격 온라인(가상) 
프로그램

모두 원격 온라인(가상)으로 제공 4주간:
7월 6일-30일

ParentVue에서 
둥록.

중학교:  
CentralSummerMS@

mcpsmd.org 

초등학교: 
CentralSummerES@

mcpsmd.org

연장 학교 서비스
(Extended School 
Year-ESY)

자격을 갖춘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학생 가족의 선호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원격 온라인(가상) 

4주 또는 5주간:
7월 6일 시작

ESYservices@mcpsmd.org

고등학교
프로그램 설명 형태 기간 등록 연락처

교육구 고등학교  
여름프로그램

졸업 요건인 모든 과목으로 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고등학교 과목

주로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 사이트 두 
군데(Clarksburg 고등학교 및 Einstein 
고등학교)에서는 대면으로 일부 지원을 
제공합니다. 

오전과 오후/저녁 옵션

2회의 3주 코스: 

6월 28일 -
8월 6일

ParentVue에서 CentralSummerHS@
mcpsmd.org

각 학교 여름학교 
프로그램

학점 회복, 학점 및 비학점 고등학교 
과정 및 프로그램

학교 기반, 대면 교습. 프로그램과 학교에 
따라 일부 원격 온라인 교습을 제공. 모든 
고등학교에서 제공

등록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교대 
형태의 대면 교습 제공. 과목은 현재 
CTE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1-3주간

각 학교가 
제공하는  

온라인 등록

학교에연락

특정 직업과 기술교육 
(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CTE)과 특수 프로그램

일부 프로그램 중, 학점, 심화, 인증 
프로그램

학교 기반, 대면 교습. 프로그램과 학교에 
따라 일부 원격 온라인 교습을 제공. 모든 
고등학교에서 제공

등록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교대 
형태의 대면 교습 제공. 과목은 현재 
CTE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1-3주간

ParentVue에서 CentralSummerHS@
mcpsmd.org

연장 학교 서비스
(Extended School 
Year-ESY)

자격을 갖춘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대면 또는 원격 온라인(가상) 4주 또는 5주간
7월 6일 시작

ESYservices@mcpsmd.
org

초등학교와 중학교

자세한 안내는 링크를 봅시다: www.montgomeryschoolsmd.org/coronavirus/summer-programs.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