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2014 이웃과 이웃(Neighbor to Neighbor-N2N) 캠페인: 연결됩시다. 

MCPS 이웃과 이웃(Neighbor to Neighbor-N2N) 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교육구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 소그룹으로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모임입니다. 11 월 1 일부터 

있는 2번의 N2N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MCPS 교육행정 예산안: 교육구는 우리 학부모님과 지역주민 여러분이 우리 

교육구의 내년도 예산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벨타임: 교육구는 여러분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교육감 Joshua Starr 

박사의 제안, 벨타임(학교 시작과 끝나는 시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웃과 이웃' 웹사이트에서는 토론회를 개별적으로 주관하거나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료를 포함한 툴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는 주관자의 편의에 

따라-PTA 회의 중, 점심시간, 가정에서 친구나 이웃과 함께-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이웃 토론회' 를 개최하고 싶거나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다음과 같은 간단한 

과정으로 토론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장소를 정합니다.  N2N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론회 인원수는 주관하는 사람이 정할 수 있습니다만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인터넷이 연결 되는 

곳으로 먼저 장소를 정합시다. 인터넷이 가능하면 해당 서류와 비디오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가 필요하시면 pio@mcpsmd.org로 이메일합시다. 

 

비디오를 시청하고 서류를 검토합니다. 비디오는 MCPS 행정예산에 대한 

간단한 개요와 벨타임 제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비디오는 나누어지는 

서류와 함께 여러분이 토론할 내용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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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대화를 나눌 시간입니다. 둘킷에는 대화를 시작할 

질문의 예가 들어 있습니다. 회의록을 기록할 사람을 정해서 회의를 

기록합시다. 여러분이 토론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내 MCPS 커뮤니티와 

함께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적은 회의록과 

pio@mcpsmd.org 에 게재할 사진을 보내주세요. 대화에 참석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의를 주관한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짧게 적어 

전달할 수 있는 양식이 N2N 웹사이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회의기록은 

교육위원회와 교육감과 함께 나누어 내년도 예산과 벨타임 변경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MCPS가 벨타임에 대한 커뮤니티의 의견을 받습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MCPS)는 다음 몇 달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수업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 변경 즉 벨타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수렴 방법에는 

커뮤니티 토론회 초점 집단과 설문조사, 개별 안건연구와 의견 제공 방법인 "이웃과 

이웃"이 포함됩니다. 

 

토론회에서 여러분은 교육감 Joshua Starr 박사가 제안한 고등학교는 50분 늦게, 중학교는 

10분 빨리 그리고 초등학교는 수업시간을 30분 연장하자고 제의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나눌 기회가 제공됩니다. 

 

제 1차 커뮤니티 토론회가 10월 28일(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외에 3번 있을 커뮤니티 

토론회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월 16일(월): Richard Montgomery High School (250 Richard Montgomery Drive, 

Rockville) 

 

- 1월 6일(월): Seneca Valley High School (19401 Crystal Rock Drive, Germantown) 

 

- 2월 10일(월): Montgomery Blair High School (51 University Blvd., East, Silver Spring) 

 

모든 토론회는 오후 7 시-8 시 30 분이며 무료 탁아 서비스(4 시 이상)와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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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타임에 관한 의견을 모두 수집하고 집행 예산과 비용을 산출한 후,  늦은 봄에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함께 최종 제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수업시간의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빨라도 2015-2016 학년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Bell Times 웹사이트를 봅시다. 

 

도움이 되는 힌트로 가득한 학부모 아카데미 워크숍 

Office of Community Engagement and Partnerships (OCEP)는 효과적인 자녀 양육, 

사이버상에서의 안전과 소셜 미디어, 대학 학비 줄이기, 전략 계획의 프레임워크 등 

다양한 주제로 준비된 11월 학부모 아카데미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오셔서 방법을 함께 

나누고 우리 아이들을 돕는 방법을 배워갑시다. 

스케줄과 등록에 관한 안내는 학부모 아카데미 웹사이트 또는 OCEP (301) 279-3100 로 

전화문의합시다. 

 

연합학군 선택과 지원 프로그램 뉴스 

초이스 과정과 지원 프로그램 지원 마감일은 11월 8일(금)입니다.  

초이스 과정과 지원 프로그램 지원 마감일은 11월 8일(금)입니다. 초이스 양식이  중학교 

메그넷 연합학군( Middle School Magnet Consortium-MSMC)에 거주하는 5 학년 학생과 

다운 카운티 연합학군(Downcounty Consortium-DCC)와 노스이스트 연합학군(Northeast 

Consortium-NEC) 지역에 거주하는 8학년 학생에게 10월 중순에 우송되었습니다. 초이스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NEC 

DCC 

MSMC 

 

교육구에 전학 온 경우는 Division of Consortia Choice and Application Program Services가 

11 월 5 일 오후 5 시-7 시 30 분에 개최하는 학생등록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 행사는 

2014 년 NEC 와 DCC 또는 MSMC 중학교에 새로 전학 온 학생의 학부모님을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1-59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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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자문위원회 회의가 11월 25일에 있습니다. 

 

MCPS 특수교육 자문위원회가 11월 25일(월) 오후 7시-8시에 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에 있는 대강당(auditorium)에서 개최됩니다. (주소:850 Hungerford Drive, Rockville) 

초청 연사는 Joshua P. Starr 교육감입니다. 특수교육 서비스에 영향을 줄 주제에 대해 

토론하게 될 이 모임에 장애가 있는 학생의 부모님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Services (301) 279-3135로 전화문의합시다.  

 

참전용사를 학교로! 

참전용사를 학교로의 날은 History Channel이 참전용사를 전국의 학생과 연계하는 전국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와 커뮤니티는 모든 배경의 참전용사를 초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헌신에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이 행사는 11 월 11 일 또는 11 월 11 일 주간에 

교실방문에서부터 전교생 모임 단위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전용사이거나 이 

행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자녀의 학교(또는 커뮤니티의 학교)에 연락하여 행사를 

주최하는지 문의합시다.  

  

제 5차 서로 존중합시다 콘퍼런스(Choose Respect Conference)를 위해 일정을 비워둡시다. 

달력에 날짜를 기록해 둡시다.  제 5 회 서로 존중합시다 건강한 십대 연애 콘퍼런스가 

2014 넌 2 월 23 일 Takoma Park 에 있는 Montgomery College Cultural Arts Center 에서 

개최됩니다. 십대와 부모님 그리고 청소년 서비스 관계자를 이 무료행사에 초대합니다. 

참석자는 즐거운 상호작용, 교육적 워크숍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추첨, 상품, 무료 

음식과 즐거운 언터테이먼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8학년-12학년 학생은 Healthy Teen Dating Public Service Announcement (PSA) 콘테스트에 

데이트 폭력과 가정 내 폭력에 대한 60 초 비디오를 출품합시다. 1, 2, 3 등은 상금을 

받습니다.  우승자를 콘퍼런스에서 발표합니다. 

PSA 콘테스트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전화 240-777-7075 또는 이메일 Tom Manion 

Thomas.manion@montgomerycountymd.gov로 문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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