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MCPS)
학생 봉사 학습 시간(Student Service Learning-SSL) 프로그램
SSL 이란 무엇입니까?
 학생 봉사 학습(Student Service Learning-SSL)은 6 학년부터 12 학년의 모든 학생의 졸업 의무 요건입니다.
 학생은 학생 봉사 학습을 통해 자원봉사와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서비스 제공에 관해 배웁니다.
 봉사를 통한 학습은 시민 의식과 지식과 시민으로서의 연계, 학업에서의 성공과 학생의 성적과 사회성
발전을 육성해 줍니다.
 학생과 학생 가족을 위한 MCPS SSL 리소스 모음(http://bit.ly/SSLHubMCPS)을 보시고 SSL 프로젝트의 예와
SSL 정보 비디오를 함께 시청합시다. (http://bit.ly/mcpssslvideo)!
MD 주와 MCPS 요건
 모든 Maryland 와 MCPS 학생은 졸업을 위해 75 시간의 봉사 학습(SSL)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MCPS 재학생은 5 학년 수료 후인 여름방학부터 졸업요건인 봉사 활동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으로 봉사 학습 시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6 학년 이후에 MCPS 에 등록하는 학생은 봉사학습 활동 시간(SSL) 요건에 비례한 시간 면제를 받게 됩니다.
MCPS 재학생이 어떻게 하면 봉사학습활동 시간(SSL)을 충족할 수 있습니까?
학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졸업요건인 SSL 75 시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학생은 다음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경우, 50 SSL 시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반 리서치와 서비스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지도합니다.
10 시간 6 학년 과학(Science)
10 시간 7 학년 영어(English)
10 시간 8 학년 사회(Social Studies)
5 시간 고등학교 보건 A
+ 15 시간 고등학교 반– 연방, 주 그리고 지방 정부(National, State, and Local Government)
학교 수업을 통한 SSL 시간 취득 50 시간

2. 학교 밖에서의 SSL 시간 취득 25 SSL 시간(비영리단체)
승인된 SSL 기관을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은 MCPS SSL Organization and Opportunity Montgomery County
Volunteer Center (MCVC) 웹사이트(www.montgomeryserves.org)를 찾아봅시다. (승인받은 기관은 졸업
모자 표시와 “MCPS SSL” 표시가 있어 알아보기 쉽습니다. 함께 보내 드리는 MCVC 웹사이트 찾기 힌트를
봅시다.)
학생은 MCVC 웹사이트에 없는 비영리단체(지역, 주, 미국 전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MCPS Form
560-50: 개별 학생 봉사 학습 승인 요청 양식(Individual Student Service Learning Request Form,
http://bit.ly/SSLPreApproval (http://bit.ly/SSLPreApproval)을 작성하여 학교 SSL 코디네이터(학기 중)에게
제출하거나 ssl@mcpsmd.org (여름방학 기간)에 제출하여 봉사 학습 활동 전에 사전 승인을 받읍시다.
모든 MCPS SSL 활동은 다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등록된 비영리 단체/기관
• 비종교 단체
• 공공장소
• 감독 하에(부모나 친척이 아닌 사람의 감독)
• 무료 자원봉사(봉사한 비용을 받지 않음)
• 하루에 8 시간 이내

https://bit.ly/SSLOpportunities

MCPS Form 560-51: 학생 봉사 활동 증명서(Student Service Learning Activity Verification) http://bit.ly/SSLReflection
이 양식은 학생의 SSL 시간을 기록하기 위한 양식으로 학교 SSL 코디네이터에게 검토와 기록을 위해 제출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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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행표를 사용하여 MCPS 학생이 SSL 시간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특별한 SSL 을 통해 학생에게 주어지는 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년
6, 7, 8 학년

12 학년

상 종류
교육감 자원봉사를 통한 학습 상
(Superintendent’s Service Learning Award)
(중학교 재학 시 75 시간 이상 SSL 을 취득한 경우. 1 회만 수상 가능)
우수한 봉사활동 상 (Certificate of Meritorious Service)
(고등학교 12 학년까지 240 시간 취득한 경우)

현재 학사연도 전 여름방학의 학습 봉사활동 시간과
현재 학사연도에 이수한 학습 봉사활동 시간을 모두 SSL 양식에 기재하여
학교 SSL 담당자에게 6 월 첫 금요일까지 꼭 제출해야 합니다.
Montgomery 카운티 자원 봉사 센터(County Volunteer Center-MCVC) 웹사이트: MCPS SSL 웹사이트:

www.montgomeryserves.org

www.mcps-ssl.org

팔로우합시다!
@mcpsvolunt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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