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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사연도의 마지막 수업일이 6월 13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최근의 날씨로 MCPS는 3일의 휴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1월 4일, 1월 17일, 2월 
7 일) 2017-2018 MCPS 학사일정에는 182 일의 교습일과 Maryland 주에서 요구한 
비상시 휴교일 2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휴교의 결과로 MCPS는 메릴랜드주가 
요구하는 교습일 충족을 위해 하루를 추가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학사일정은 
2018년 6월 13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일에 모든 학생은 반나절 수업으로 
조기 하교합니다. 날씨에 따른 비상상황으로 학교가 추가로  휴교할 경우, 추가 
조정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사일정 조정이 이루어지는 일정입니다: 
 

 학교가 1 일 이상 날씨에 따라 휴교할 경우, 학교는 2018 년 6 월 14 일까지 
연장합니다.  

 학교가 2일 휴교할 경우, 학교는 2018년 6월 15일까지 연장합니다. (메모: 
메릴랜드주 법에 따라 MCPS 는  6 월 15 일 이후로 학사일정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3일 휴교할 경우, 2018년 3월 26일은 조정일이 되어 수업을 제공하게 
됩니다. (봄방학 첫날) 

 학교가 4일 휴교할 경우, 2018년 3월 27일은 조정일이 되어 수업을 제공하게 
됩니다. (봄방학 둘째 날) 

날씨가 나빠서 교육구가 추가로 학교를 휴교하게 될 경우, MCPS 는 메릴랜드 
주로부터 180일 의무 교습일에의 면제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 면제는 교육구가 



학사연도 말에 모든 추가일을 추가하고도 부족한 교습일을 만회하기 위해 학사 
일정을 추가한 경우에 고려대상이 됩니다.  

MCPS 는 계속 날씨에 관해 모니터하여 학사일정에 영향을 줄 경우,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PS 학사일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 

 

Montgomery 서비스 상을 위한 추천이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Montgomery Serves Award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은 봉사정신에 
투철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일 년에 한 번 수여하는 이 상은 
다음 부문에서의 봉사정신을 인정하여 수여하는 Montgomery 카운티의 서비스 
부문에서 제일 권의있는 상입니다.  

 올해의 봉사상(Volunteer of the Year Award)  2017년도 중, 높은 봉사정신을 
갖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 

 올해의 청소년 봉사상(Youth Volunteer of the Year Award)  높은 봉사정신을   
가진 18세 이하인 자원봉사자에게 수여하는 상 

 올해의 봉사 단체상(Volunteer Group of the Year Award)  높은 봉사정신을 
갖은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 

 올해의 기업 봉사상(Business Volunteer of the Year Award) 높은 봉사정신을 
갖은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 

 Neal Potter Path of Achievement Award, 60세 이상으로 평생 봉사를 해온 
사람에세 수여하는 상 

  
수상자는 5월에 있는 Montgomery Serves Award 시상식에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안내와 추천서는 Montgomery Serves website를 봅시다. 
 
천 마감일은 2 월 23 일(금) 오후 5 시입니다. 추가 정보는  이메일 
(serviceawards@montgomerycountymd.gov) 또는 240-777-2600로 전화문의 합시다. 
 
온라인 추천서 
 
조기 준학사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학생을 위한 관심양식 접수를 받습니다. 

MCPS 는 교육구 고등학생을 위해 Montgomery College(MC)와 협력하여 첫 조기 
준학사 학위 제공 프로그램(Early College-EC)을 제공합니다. EC 프로그램은 MC 
락빌 캠퍼스에서 제공하게 되며 학생들에게 중고등학교 수학과 과학과 수학 교육 
준학사 학위에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11 학년과 12 학년에 고등학교 과목 수강과 첫 대학 
2년의 수업을 동시에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졸업과 동시에 학생은 Maryland주가 
제공하는  고등학교 졸업장과 함께 MC에서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학생은 최소한 10학년 말까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테크놀로지 학점과 체육/보건 학점 취득 
 수학과 영어 주 평가시험 수험 
 대학준비도를 평가, 가을에 기하를 수강할 준비를 마침  
 평균점(GPA) 2.75점 이상 취득 
 SSL 시간 요건을 충족 또는 거의 충족 
 관심양식을 작성하고 정보회의에 참석 

관심있는 학생과 학부모님은 3월 7일(수)까지 관심 표명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시다.  학생과 학부모님은 3월 12일(월) MC Rockville campus (주소: 51 Mannakee 
St.) Parilla Performing Arts Center 에서 오후 6 시 30 분-8 시에  있는 설명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중등록(Dual Enrollment)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봅시다. 

 
규준 깨기(Breaking the Code): STEM에서의 유색인종인 여학생을 환영받는 환경 
조성 

흑인 역사의 달을 기념하여 MCPS에서는 특별 행사, 규준 깨기(Breaking the Code): 
STEM 에서의 유색인종인 여학생을 환영받는 환경 조성을  2 월 28 일(수)에 
개최합니다. 공개토론은 오후 6시-8시, John F. Kennedy 고등학교 대강당(auditorium) 
에서 있습니다. (주소: 1901 Randolph Road, Silver Spring) 

토론은 MCPS에서 과학, 과학기술/터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수학 반과 프로그램에 
어떻게하면 유색인종인 학생들이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집니다. STEM 관련 분야에서의 기회는 계속 자라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유색인종 여성에게 STEM에서의 
혜택과 기회는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토론자는 유색인종인 여학생을 위해 
STEM에서의 경계를 알리며 교육구, 기업, 지역사회 기관에서의 경계를 없애기 위한  
단계를 조명합니다. 이 행사는 무료이며,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곳을 통해 참석을 알립시다(RSVP)  

 



또한... 

Montgomery 카운티 공공 도서관(Montgomery County Public Libraries-MCPL)는 흑인 
역사의 달을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기념합니다. 무료 행사는 다음 장소에서 
있습니다:  

2월 21일 오후 6시: 
Thurgood Marshall: Montgomery 카운티에서의 선구적인 공민권의 승리 
공민권의 아이콘 Thurgood Marshall 은 이곳 Montgomery 카운티에서 학교에서의 
인종차별에서의 인권에 첫 바람을 제공하여 1937 년 아프리카계 미국 교사에게 동등한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필름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괄목할만한 이 지역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Olney, 3500 Olney-Laytonsville Road 

2월 24일 오후 2시: 
흑인역사의 달 가족 영화의 오후 - Akeelah와 Bee 
단어에 재능이 있는 11 세 여학생 Akeelah Anderson 의 미전국 스펠링 대회 참여를 그린 
영화입니다.   
Marilyn J. Praisner, 14910 Old Columbia Pike, Burtonsville 
 
2월 24일 오후 2시: 
흑인역사의 달 가족 영화 – Titans를 기억하라 
자신의 팀을 15회 우승으로 이끌며, 풋볼팀, Bill Yoast는 강등되어 사랑받던 Yoast와는 
다른 타입인 거칠고 자신의 의견이 강하며 까다로운 Herman Boone으로 대체됩니다. 이 두 
남자가 서로가 다르다는 점을 극복해 나아가며, 호전적인 젊은 선수 그룹을 챔피언으로 
만들어 우승으로 이끄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T. C. 
Williams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기초로 합니다. 영화상영 후,  Google 
Expedition Kit을 사용한 가상현실을 통해 흑인 역사에 관해 배웁니다.  
Chevy Chase, 8005 Connecticut Avenue 

2월 24일 오후 3시: 
MCPL 탐험 – 모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elma에서 Montgomery까지 
Google Expedition Kit으로의 가상현실을 통해 Selma 마을에서의 공민권 투쟁에의 기억과 
증인이 되는 "여행"을 Montgomery 카운티에서 하게 됩니다.  가상현실 시청자는 새로운 
장소와 환경을 탐험할 기회와 캠페인에 참여하는 남자와 여자들에 관해 배우며 3월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탐험 후 Selam 마을도 보게 됩니다.  
Maggie Nightingale, 19633 Fisher Avenue, Poolesville 

 

 



2월 26일 오후 5시: 
흑인역사의 달 영화 상영 - 숨겨진 모습(Hidden Figures) 
숨겨진 모습(Hidden Figures)은 미국 첫 우주비행사  John Glenn을 우주로 보내는 역사상 
제일 위대한 작업에서의 숨은 두뇌로 공헌한  NASA에서 일하는 뛰어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Katherine G. Johnson와 Dorothy Vaughan, Mary Jackson의 이야기입니다.  
Silver Spring, 900 Wayne Avenue 

자세한 안내는 Mary Ellen Icaza에게 문의합시다. (전화:240-777-0006) 

제 6회 Ivymount 특수교육 도움 자료 박람회가 3월 11일에 있습니다. 
Ivymount 학교는 제 6회 특수교육 도움 자료 박람회를  3월 11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개최합니다. 이  박람회는 50개 이상의 참가자와 기관이 D.C.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 아동과 청소년 및 가족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행사는 무료이며, 일반 공개입니다. Ivymount는 11614 Seven Locks Road, 
Rockville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