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 제 1호 퀵노트 뉴스레터   

 

 

MCPS는 2019-2020 학사일정에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MCPS는 새 학사일정을 결정하기 위한 2019-2020 학사일정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설문조사에는 종교와 구정 등의 비종교 공휴일을 포함한 휴교일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공해주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수집하여 2019-2020 
학사일정을 새롭게 정하기 위해 분석과 검토를 하게 됩니다. MCPS는 교육구 가족과 
학생, 교직원과 광범위하게는 커뮤니티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14일 교육위원회에서 승인된 학사일정   검토를 위해 MCPS와 Hanover 
Research가 함께 이해관계자를 위한 학사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학부모와 후견인은 이메일 또는 설문조사 방법이 적힌 엽서를 통해 설문조사 초대 
사이트를 받으시게 됩니다. 학부모와 후견인은 중고등학교 학생(6학년-12학년)이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는 초대 사이트도 함께 받으시게 됩니다. 이 사이트는 학부모/ 
후견인이 자녀들이 설문조사에 답할지를 결정하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설문 조사지의 한국어, 암하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번역판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분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작할 때, 한국어를 포함 
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외에 프린트한 설문조사가 영어와 다른 언어 
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린트한 설문 조사지는 다음 웹사이트를 봅시다. 
calendarsurvey@mcpsmd.org 설문조사는 2018년 5월 22일이 마감입니다.  
 
설문조사는 지원에 의한 것이며 데이터는 비밀보장을 위해 무기명으로 보고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곳을 봅시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calendar/survey2018/ 
 
 
 
MCPS는 새 초등학교 커리큘럼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MCPS 는 새 초등학교 커리큘럼 절차와 계획에의 학부모님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학부모님께 학교 커리큘럼을 얼마나 아시는지 그리고 
커리큘럼 2.0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를 묻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는 새 커리큘럼에서 중요한 측면에 관해서와 외부 커리큘럼을 구입할 
경우의 혜택, 커리큘럼 구입에 교육구가 고려해야 할 염려되는 점, 새 커리큘럼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제일 중요한 요소 등에 관해 묻습니다. 
 
Montgomery County Board of Education Policy IFA, Curriculum, 는 5년마다 커리큘럼 
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CPS의 커리큘럼 2.0으로부터 교육구 외에서 작성한 커리큘럼으로의 전환에는 
이해관계자 모두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학부모님의 의견을 6 월 
18일까지 받고 있습니다.의견 제공은 이곳을 통해 합시다. 
 
세 초등학교 커리큘럼으로의 전환은 2018-2019 학사연도에 몇 학교와 선택된 
과목을 시작으로 몇 년에 거쳐 시행됩니다. 
추가 정보 
 
 
졸업식이 5월 29일부터 시작합니다. 
2018 고등학교 졸업 시즌은 5 월 29(화)부터 6 월 8 일(금)까지입니다. DAR 
Constitution Hall 에서 있을 졸업식은 DAR 의 허락하에 DAR 웹사이트에서 
생방송으로 방송됩니다. 

MCPS는 자녀들의 졸업사진을 모집합니다. 학부모님은 자녀의 제일 잘 나온 사진을 
고른후  이메일을 pio@mcpsmd.org 보내주세요. 많은 사진이 MCPS 웹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은 트위터(#mcpsgrad)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구 소셜미디어에 올리신 사진을 리포스트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사진 접수는 다음의 간단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가로로 찍은 사진 중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합니다. 



 사진을 jpeg 파일(4 메가 이내 사이즈)로 줄인 후, pio@mcpsmd.org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하실 때 자녀의 이름과 학교 이름을 기재해서 보내주세요. (게재 시 
학생의 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진은 보내시는 것으로 MCPS 웹사이트에 자녀의 사진 게재를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질문은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and Web Services 전화 240-
740-2837 또는 이메일 pio@mcpsmd.org로 문의합시다. 

졸업 일시와 장소  

Gaithersburg Book 페스티벌을 기억합시다! 

2018 Gaithersburg Book 페스티벌이 5월 19일 토요일 Gaithersburg City Hall (31 S. 
Summit Avenue, Gaithersburg)에서 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모든 연령의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작가와의 시간 등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다수의 MCPS 커뮤니티 맴버들이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며, Children’s Village에서는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워크숍과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작가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참석하는 아동과 청소년 작가 중 일부는 
Sarah Albee, Laura Geringer Bass, Kate Beasley, Kamilla Benko, Winifred 
Conkling입니다. 글쓰기 워크숍 중 일부 제목을 소개하면, 코믹 스토리 라인 쓰기, 
멋진 스토리텔링의 비밀, 미스테리물 쓰기 등입니다.  

페스티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웹사이트를 봅시다. 
 www.gaithersburgbookfestival.org 

 

Ananya Tadikonda 양이 새 교육위원회 학생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11학년 학생인 Ananya Tadikonda 학생이 2018-2019 
학사연도 교육위원회 학생 의원(SMOB)으로 당선되었습니다. Ananya 
Tadikonda양의 임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모든 중고등학생이 SMOB 투표를 할 수 있으며 83.6%가 투표를 하였습니다. 
Tadikonda 양은 51%의 표를 얻어 49%를 얻은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Nimah 
Nayel 군을 누르고 학생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Nimah Nayel 학생은 현재 Montgomery County Regional (MCR) Student Government 
Association 부회장이며, 또한, Maryland Association of Student Councils 임원과 MoCo 
EmpowHER 공동회장으로 있습니다. 
SMOB 는 교육위원회에서의 투표권이 있는 학생의원입니다. 학생의원은 
학교재건축, 행정관련 예산, 학교휴교, 학교재개 학군 등 선택적인 안건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SMOB, 학생의원은 부정적인 인사처리사항에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학생의원은 당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사회 어너 과목 1학점 인정과 학생 
봉사 학습 시간 그리고 5,000달러의 대학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Tadikona 양은 5월에 Sherwood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현 학생의장인 Matthew Post 
군의 후임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학생의장  웹사이트를 봅시다.   
  
 
졸업반 학생 두 명이 몽고메리 교육구 아시아 교육자 장학금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 졸업반인 5월 8일, LEAAP몽고메리 교육구 아시아 교육협회에서 수상하는 
장학금 수여식에서 미래의 교육자 두 학생이 대학 장학금을 수상하였습니다. 
Northwest 고등학교의 Joan Rhee 와 Sherwood 고등학교 Timothy Lee 는 교육학을 
전공하는 졸업반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LEAAP 장학금 수상자로 교육학으로 유명한 
메릴랜드대학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Montgomery County Recreation 이 Move More Montgomery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Montgomery County Recreation는 5월 12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 3회 연례 
Move More Montgomery 페스티벌을 Gaithersburg에 있는 Bohrer Park at Summit Hall 
Farm (주소:506 S. Federick Avenue)에서 개최합니다.  

Move More Montgomery 는 지역주민들에게 건강과 건강한 삶을 위해 일어나고 
움직이도록 장려하는 운동 장려 프로그램입니다. 이 종합 프로그램은 건강과 웰빙에 
관한 정보와 육성을 실시합니다.  

Move More Montgomery 페스티벌은 운동회 형태의 페스티벌로, 지역 걷기 대회, 
운동과 피트니스시범, 활동적인 퍼포먼스와 소규모 반, 웰빙을 육성하기 위한 
상호작용 부스, 놀이 공간 등의 아이들을 위한 활동, Fido 피트니스 아레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는 비 등의 날씨에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Move More Montgomery 페스티벌은 Move More Montgomery 100 마일 찰린지 행사의 
일환입니다. 100 일 동안 100 마일을 걷거나 뛰는 주민은 이 행사를 통해 상을 
수여합니다. 

Move More Montgomery 페스티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를 보시거나 240-
777-6946로 전화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