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겁게 배우는 즐겁게 배우는 
여름 무료 학습 프로그램

8개의 Title I 학교에서 개최되는 
유치원-2학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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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VILLE, MARYLAND

연장교육의 기회인 여름방학 학습 탐험(Summer Adventures in Learning program-ELO SAIL)  프로그램은  
Every Student Succeeds Act of 2015Title I의 예산에 의해 제공됩니다. 

MSDE의 LEAP 그랜틀르 통해 추가예산이 제공됩니다. 
미국 장애인 복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s)  에서 지정된 대체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Mont-
gomery County Public Schools로 연락합시다: 우편 또는 전화: 301-279-3391 TTD  301-279-3323.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850 Hungerford Drive, Rockville, Maryland 2085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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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으로의 
여름방학 
탐험여행
(ELO SAIL)

2019년도 연장학습의 기회,학습으로의 
여름 탐험여행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2019년 연장 학습의 기회
학습으로의 여름 탐험여행 
(ELO S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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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자녀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며 읽기, 
쓰기, 수학 등의 학력을 높일 특별한 기회로 여름철 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언제 킨더가든–1학년: 2019년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매일 6.5시간

2학년만: 2019년 6월 28일 -8월 9일

대상: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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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740-4600로 전화합시다. 
자녀의 학교로 지금 곧 등록합시다.

참여하는 8개 초등학교:
• Gaithersburg 초등학교
• Harmony Hills 초등학교
• Highland 초등학교
• Broad Acres 초등학교에서의 JoAnn Leleck 초등학교
• New Hampshire Estates 초등학교
• Sargent Shriver 초등학교
• South Lake 초등학교
• Wheaton Woods 초등학교

2019년 연장 학습의 기회
학습으로의 여름 탐험여행 
(ELO SAIL)

다음은 Montgomery County의 선택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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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름탐험여행( Summer Adventure in 
Learning-ELO SAIL)은 어떤 프로그
램입니까? 
ELO SAIL은 학생의 독해력과 수학 
학력을 높일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이 새 학년에 공부할 내용을 예습 
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2. 누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2019년 9월에 킨더가든-2학년이 
되는 학생들로 8개의 Title I 학교에 
등록한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우리 아이가 이번 프로그램에 꼭 
참가해야 합니까? 
이 프로그램은 24일 간(킨더가든-1
학년) 또는 30일 간(2학년)의 추가 
교습을 제공하여, 새학기 초에 공부할 
여러 가지 내용을 사전에 준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 프로 
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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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합니다. 

4. 기간은 언제입니까? 
프로그램은 2019년 7월 1일에서 8월 
2일까지의 평일 매일 6.5시간씩 5주 
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5.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은 어떻게 
됩니까?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는 학생의 집 근처의 지정된 
장소로 무료로 통학버스를 운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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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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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대상 
2학년이 되는 학생은 MSDE의 LEAP 그랜트를 통해 

이 외에 추가 5일을 제공받습니다.  
프로그램 기간은 6월 28일-8월 9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