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년 10 월 제 1 호 퀵노트 뉴스레터 

 

10 월 10 일에 있는  학교 오픈 하우스 

날짜를 기억해 주세요: 모든 MCPS 는 콜럼버스 날인 10 월 10 일(월) 학부모님이 

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 오픈하우스를 개최합니다. 참관수업일인 이 오픈하우스는 

자녀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며 학교 교직원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자녀의 학교에 문의합시다. 
 

 

교육위원회는 2017-2018 학사연도, 세 가지 학사일정 선택사항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9 월 20 일에 있었던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산하 정책관리 위원회 

회의의 결과로 정책관리 위원회 의원은 세 가지 학사일정 선택사항을 전체 

교육위원회에서 고려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는 10 월 10 일 회의 

에서 학사일정 선택사항을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려하게 될 2017-2018 학사일정 선택사항입니다. 

 선택 1-2017 년 9 월 5 일 개학 

 선택 2-2017 년 9 월 5 일 개학 

 선택 3-2017 년 8 월 28 일 개학 

여러분의 선택 학사일정에 관한 의견은  교육위원회로 이메일해 주세요.  

 



이번 달에 있는 지역 봉사주간을 참여합시다!  

 

10 월 16 일-23 일에 열리는 제 30 회 지역사회 봉사 주간의 다양한 프로젝트 

중에서 많이 참여하여 함께 Montgomery 카운티의 봉사주간을 함께 축하합시다.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심 분야와 MCPS SSL 시간이 사전 승인된 많은 

#CSW2016 봉사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장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10 월 22 일에 있는저소득 거주지의 보건소 페인트 

하기나 10 월 16 일 또는 23 일(일)에 있는 공원, 역사적 묘소, 빗물 호수청소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 월 16 일, 17 일, 19 일(수)에 있는 우리 카운티의 

제일 취약한 지역의 집 정원 단장과 청소에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아이들을 돕고 싶으십니까? 10 월 17 일(월), 19 일(수), 

20 일(목)에 있는   위탁아동들의 마음의 안정을 위한 위로 선물을 만들거나, 

10 월 19 일(수) 또는 10 월 23 일(일)에 있는 학교의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자료 정리하기, 브런치나 저녁을 가지고 가서  NIH 의 Children’s Inn 에서 

중증으로 치료 중인 아동과 가족들에게 10 월 20 일(목) 또는 10 월 23 일(일)에 

나누어주는 봉사 등이 있습니다.  

 

기부한 가구나 옷을 나누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봉사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10 월 17 일(월), 18 일(화), 20 일(목)에 있는 프로젝트 

에 등록합시다.  

 

오늘 등록하시고 이곳을 통해 최신 봉사 프로젝트를 찾아봅시다. 봉사활동은 

계속 추가되고 있으니 수시로 확인해 봅시다. 친구들과 이웃에게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을 알리고 함께 봉사활동을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CSW2016 을 함께 올립시다.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 #CSW2016 을 사용하여 

커뮤니티 서비스 위크-행사 전과 후-에 관련된 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올리고 

나눕시다. 

 

여러분의 학교 또는 PTA 에서 이 주간에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면, Montgomery 

카운티자원봉사 센터에 이 양식을 작성하여 알립시다.  자원봉사자가 더 필요 

없을 경우도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몽고메리 카운티 봉사센터는 여러분의 좋은 

봉사활동을 기록하길 원합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servicedays@montgomerycountymd.gov 로 이메일 또는 

전화(240-777-2600)합시다. 



옵션-학부모님을 위한 온라인 자료 

2016-2017 옵션(Options)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우리 (MCPS) 교육구 내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거주지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에게 열려있습니다. 각 프로그램 

은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동기에 근거하여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옵션 책자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운티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실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는 다음 질문을 사용해 자녀들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 아이에게 최선의 교육환경은 어떤 것일까? 

 이 책자에 적힌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의 필요와 적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있을까?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았는지. 

안내가 온라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리더십과 서비스의 기회 

 

Maryland Student Page program 은 Annapolis 에서 개최되는 2017 년도 

Maryland 주의회(1 월-4 월)에 참석할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16 세 이상의 Maryland 주 학교 졸업반 학생만이 지원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1. 청소년들이 주 정부에 관심을 가지도록 

2. 있는가? 

3. 의원들과 다른 공무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이 의회에 중요한 봉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Page 프로그램은 주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 사무실에 배치되며 13 주간 동안 

매일 55 불을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마감일은 10 월 20 일(목) 오후 5 시입니다. 

지원서는 MCPS 웹사이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지원서는 Katie Rossini 에게 이메일로 보냅시다. 

 

 
 
 



Ida F. Haimovicz 시각 예술상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Ida F. Haimovicz 시각 예술상은 Montgomery 카운티의 시각 예술로의 진학과 

진로를 결정한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돕기 위한 상입니다. 이 상은 학생 

작품의 예술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상으로써, 재정적 필요가 아닌 

지원자의 시각 예술 분야에의 가능성에 따라 선발됩니다. 우승자는 3,000 불의 

상금과 Silver Spring Civic Building 에 위치한 Betty Mae Kramer Gallery 에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지원합시다. 

 

 

지원 마감일은 10 월 14 일(금) 11:59p.m.입니다. 지원요강과 지원서는 이곳을 

클릭합시다. 
 

Fran Abrams 창착 문학상도 지원자를 받고 있습니다. 
Fran Abrams 창착 문학상은 앞으로 창작 문학 분야로 진출하려는 Montgomery 

카운티 졸업반 학생을 위한 상입니다. 이 상은 제출한 본인의 작품의 예술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주어지는 상으로 지원자는 재정적 필요가 아닌 창작문학 

분야의 가능성에 따라 선발됩니다. 우승자에게는 1,000 불의 상금과 Silver 

Spring Civic Building 에 위치한 Betty Mae Kramer Gallery 에서의  있을 

시상식에서 수상작을 읽고 상을 받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지원합시다. 

 

 

지원 마감일은 10 월 14 일(금) 11:59 p.m.입니다. 지원요강과 지원서는 이곳을 

클릭합시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Grants Assistant 인 Chris Quach 씨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하거나 (chris.quach@creativemoco.com 전화 301-565-3805 

x21), 또는 Grants Program Manager 인 Nabil Ghachem 씨에게 문의합시다.  

(이메일 nabil.ghachem@creativemoco.com 전화 301-565-3804)  

 

 

NAACP 학부모회 첫 회 모임이 있습니다. 

NAACP 학부모회 회의가 10 월 18 일(화) 오후 5 시 45 분-8 시 30 분에 

Gaithersburg 고등학교에서 있습니다. 이 행사는 MCPS 교사들과 학교장들이 

학부모와 함께 참석하여, 학부모의 참여도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참석자는 인종적 공평성과 그에 따른 교육적 결과에의 영향 및 학교와 

가정문화의 중요성을 주제로하는 토론그룹에 참여하게 됩니다. 

NAACP 학부모회 위원회 

 

Maryland 법정에서 학생들에게 평화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Maryland 사법부는 제 11 회 분쟁해결의 날을 기념하는 Conflict Resolution Day 

Student Bookmark 미술 경연대회에 평화증진을 도울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초대합니다.  경연대회는 Maryland 학생으로 유치원-8 학년을 대상으로 분쟁 

해결의 날인 10 월 20 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 경연대회는 Maryland 사법부 중재/분쟁해결 사무실(Medi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Office-MACRO)에서 주관합니다. 작년도에 1,900 명 이상의 학생이 

Maryland 전역에서 이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15 명의 작품이 우승자로서 

북마크로 작성되었으며 61 명이 가작으로 뽑혔습니다. 

 

학생은 갈등해결이나 갈등예방을 주제로 북마크를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주제에는 친구 간의 중재, 대화로서 문제해결 하기, 사과하기, 차이를 존중하기, 

함께 협력하여 문제해결하기, 들어주기, 용인하기, 평화실현하기, 폭력을 

대체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작품은 창의성과 메시지를 중심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상은 유치원-

2 학년, 3 학년-5 학년, 6 학년-8 학년별로 1 등, 2 등, 3 등에게 주어집니다.  각 

연령별로 1 등 상금 75 불, 2 등 50 불, 3 등 25 불입니다.  추가 상으로 9 개의 

수상자 중 6 명의 작품을 북마크로 만들어져, Maryland 전역에 분쟁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게 됩니다. 

 

작품은 10 월 20 일(목)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MACRO 웹사이트는 학생의 

작품을 직접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재질의 종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품은 3 인치 x9 인치 미만이어야 합니다.  학생의 작품은 작품 뒤에 학생 

정보를 붙이거나 템플렛에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이름, 나이, 학년 

 학교 또는 프로그램 이름(해당될 경우) 

 교사 또는 학부모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대회 후, 작품을 반납할 주소 



 

작품을 접으면 안 되며, 우편이나 직접 10 월 20 일까지 Alecia Parker, MACRO, 

2001 Commerce Park Drive, Suite C, Annapolis, Maryland 21401 에 

제출합시다. 

 

분쟁해결의 날 학생 북마크 미술 경연대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Alecia 

Parker 씨, 410-260-3540 또는 alecia.parker@mdcourts.gov 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의 MCPS 

 

몇 분의 시간 여유가 있습니까? MCPS 에 관한 최근 주요 뉴스, 비디오, 보도자료 

를 꼭 확인해봅시다. 

 

비디오 

몽고메리 카운티 "올해의 교육자"로 선정된 교감 선생님 

 

MCPS 교육구와 학교 뉴스 
Sligo Middle School Host S’TEAM Community Day To Teach Residents 

About Renewable Energy In Silver Spring 

Montgomery 카운티의 세대 간 프로그램의 개인교사가 학생을 돕기 시작하였 

습니다 

표준 평가시험 성적이 Montgomery 교육구가 메릴랜드 주에서 앞서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선생님들 

 

보도자료 

MCPS 2016 졸업반의 SAT 점수가 올랐습니다 

PARCC 평가시험에서의 MCPS 학생의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