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8 월 제 1 호 퀵노트 뉴스레터

백투 스쿨 페어에서 만납시다!
2015 년 MCPS 백투스쿨 페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 월 29 일(토)은 수천 명의
MCSP 학생들과 그 가족이 오전 11 시부터 2 시까지 Rockville 에 있는 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 를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이 백투스쿨 페어는 새
학년도를 시작하고 교육구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해 알아가실 좋은 기회입니다.
음악, 엔터테니먼트, 아이들을 위한 활동, 건강검진, 무료 선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학교에서 페어까지 셔틀 버스가 왕복으로 제공됩니다: Shady Grove MS,
Albert Einstein HS, John F. Kennedy HS, Richard Montgomery HS, Rockville HS,
Northwest HS, Paint Branch HS, Rockville HS, Seneca Valley HS, Springbrook HS,
Watkins Mill HS, and Wheaton HS. 셔틀은 10 시 30 분부터 2 시 30 분까지 운영됩니다.
페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백투스쿨 웹사이트를 보시거나 Office of Community
Engagement and Partnerships (301-279-3100)로 전화 문의합시다.

새 학년도, 새 수업시간!
학부모님, 개학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리스트가 이곳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MCPS 모든 학교는 기존 시간보다 늦게 시작하고 마치게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벨타임 웹사이트를 통해, 자녀 학교의 2015-2016 학사연도 새
수업시작 및 종업시간을 확인합시다.

 휴교안내, 아플 경우,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할 경우 등 학교가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자녀의 비상연락양식(Student Emergency Information
form)을 작성합시다. 학기 중 연락약식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립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한국어로 할 경우, 한국어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dline 에 등록합시다. Edline 은 중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성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웹사이트 시스템입니다.
 2015-2016 학사일정표를 보고, 프린트, 다운받고 또한 중요한 행사나 일정
등의 최신정보를 이메일로 받아 봅시다. MCPS 는 우리 MCPS 가족들을 위해
달력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호작용 달력은 자신의 달력을 작성하여,
각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자녀의 버스노선안내를 알아둡시다. 자녀 등하교버스 정거장에 관한 질문의
답은 이곳을 봅시다.
 MySchoolBucks 을 사용하시면 자녀의 급식 계좌에 급식비를 적립할 수 있습
니다. 급식비를 적립해 두면, 자녀가 매일 학교에 돈을 가지고 가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테리아에 직접 현금과 체크로 급식비를 내거나
카페테리아를 통해 급식비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7 학년 또는 8 학년입니까?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Tdap)와 뇌척수막염균(Meningococcal-MCV4) 예방접종을 꼭 받읍시다.
Maryland 에서 요구하는 모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은 예방 접종 후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등교를 할 수 없습니다.
 자녀 학교의 백투 스쿨의 밤에 참석할 계획을 세워 둡니다.
 학교기간 중, MCPS 소식을 들읍시다. Twitter 팔로우하기(@mcps), AlertMCPS
등록 및 구독, MCPS TV 시청, MCPS App 다운받기

35 명의 새로운 교장 선생님
학생들은 8 월 31 일 월요일, 학교로 돌아가 새 학년도를 시작합니다. 800 명 이상의
교사가 채용되었고 새 학생들과 학생 가족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새로운 35 명의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MCPS QuickNotes 는 새 교장

선생님들에게 학교 공동체가 알기 원할 것 같은 흥미/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공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초등학교
Kristin A. Alban, Monocacy
가족과 함께 독서, 여행, 카약을 하고 야외에서 사진을 찍기를 즐깁니다.
Dr. Catherine R. Allie, Potomac

저는 오페라와 발레를 사랑해요!
Carl R. Bencal, Clarksburg
Evan H. Bernstein, Forest Knolls
남부 유럽으로 3 주간 현장학습을 간 고등학생들과 2 주간 하와이에 간 6 학년 학생들을
인솔하였습니다.
Natasha Bolden, Mill Creek Towne
Delta Sigma Theta Sorority, Inc.의 자랑스러운 일원으로 Montgomery 카운티의 학교와 학교
외 지역사회의 아이들과 그 가족을 후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Zoraida E. Brown, Sargent Shriver
휴식을 위해 저는 SpongeBob SquarePants 를 보고 HGTV 의 집고치기 프로를 본답니다.
Elise M. Burgess, Dr. Sally K. Ride
Myrtle 비치에서 매해 있는 가족 휴가를 즐깁니다. 좋은 책을 읽을 기회이거든요.
Kevin M. Burns, Rock Creek Valley
제 처, Lori 는 Rocky Hill 중학교 교사입니다. 우리는 멋진 두 아이, Riley 와 Jack 이 있습니다.
저는 골프를 사랑해요!
Karen E. Caroscio, Bradley Hills

제 남편과 저는 작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발견하고 있답니다.
Jeffrey L. Cline, Oak View

저는 좋은 음식과 친구들과 바닷가의 콘서트를 느긋하게 즐겼어요.
William J. Collins, Damascus

저는 비영리단체의 임원으로 봉사하고 암 연구와 지역 암 치료센터를 돕기 위해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Robert S. Geiger, New Hampshire Estates
저는 야생새 관찰, 하이킹과 야외활동을 즐겨요.

Srelyne A. Harris, Waters Landing
New Jersey 의 가족을 방문하고 우리 집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Dr. Bernard X. James, Sr., Kemp Mill
UVA 에서 학습할 때, The Lawn 에 살았어요.
Kenneth L. Marcus, Rolling Terrace
저는 Twitter 계좌가 없어요. 그런데 Rolling Terrace 에서 일어나는 멋진 일들을 올리기
위해서라고 계좌를 개설해야겠어요.
Gregory C. Mullenholz, Ashburton
저는 MCPS 에서 교사로 있는 제 아내를 초등학교 때 만났어요.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제는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 4 살의 Lily 와 10 개월인 Lucas 가 있답니다.
Tivinia G. Nelson, Strathmore
Cindy A. Chichester-Ollivierre, Broad Acres 에서의 JoAnn Leleck ES
제 가족은 Trinidad 에서 왔어요. 저는 결혼해서 세 명의 아이, 13 살, 10 살 3 살이 있답니다.
Michael M. Powell, Viers Mill
Sandra S. Reece, Cold Spring
저는 모두 MCPS 를 졸업한 4 명의 아이들과 예쁜 4 명의 손주들이 있어요. 이제는 29 세가
아닌가 봐요.
Antonio C. Scott, Cashell
저는 17 년 동안 전문 댄서였고 전문 댄서였던 아내와 결혼해서 19 년 되었어요.
Dr. James J. Virga, Jr., Seven Locks

저는 평생을 음악가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10 대 합창단을 10 년 이상 지휘하고
밴드에서도 연주를 합니다.
Erica W. Williams, Fields Road
저는 North Carolina 와 Maryland 의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Alpha Kappa Alpha Sorority, Inc.의
일원으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James K. Allrich, Argyle

저는 저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멋진 재즈 싱어, Akua Allrich 씨와 결혼했어요. 그녀는 예술가
이고 저는 학술적이죠. 우리 아이들은 두 가지 세상의 최고를 가진 거랍니다.

Jeffrey T. Brown, Roberto W. Clemente
저는 에빗트레일 레이서입니다. 트레일에서의 삼종경기, 5K, 10K, 하프마라톤을
완주했어요.
Karen Y. Bryant, Silver Spring International
저는 열광적인 세계 여행가입니다. 22 개의 나라와 27 개의 주를 여행했어요.
Cary D. Dimmick, Sligo
저는 B-CC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의 부모, Darnestown 초등학교에
다니는 양아들의 부모입니다. 제 아내는 MCPS 고등학교의 특수교육 교사입니다.
Dr. Otis L. Lee, III, Benjamin Banneker
저는 4 년간 미군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Ann B. Dolan Rindner, Gaithersburg
Harley Davidson 오토바이를 함께 타는 것을 즐깁니다.
Jewel A. Sanders, Rosa M. Parks
남편과 세 아이와 함께 UNO 게임을 즐겨요. 기록을 알려드리자면 전 UNO 챔피언이랍니다.
Christopher A. Wynne, Dr. Martin Luther King, Jr.
저는 자랑스러운 10 세와 15 세 딸, 12 세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Khanny Yang, Parkland

저는 결혼했으며 나를 매일 웃게 하여주는 두 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Peter J. Cahall, Thomas Edison HS of Technology
University of Virginia 에서 비치볼과 풋볼을 했었습니다. Purdue 를 이겼었는데 이는 UVA 가
처음 진출한 볼게임이었습니다.
Carol L. Goddard, Watkins Mill
저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제가 좋아하는 점은 아이들은 아이들이라는
점이에요. 조금 큰 것뿐이고요.
Dr. Donna Redmond Jones, Bethesda-Chevy Chase
저는 제 모교인 고등학교에서 영어/저널리즘 교사로 시작했어요. 제 동생이 제 모교
고등학생이었던 시절에요.

첫 등교일의 사진 모집
자녀의 첫 유치원 등교일 또는 졸업반의 첫 등교일에 상관없이 학교 첫 등교일은
항상 부모님께 특별한 시간입니다. 교육구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이 멋지고 기념할
만한 추억을 모으도록 저희 교육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녀의 학교 첫날 스냅
사진을 보내주세요. 많은 사진이 MCPS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월요일 아침부터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메일로의 응모는, 가장 잘 나온 첫 등교일 가로 사진을 선택하여 jpeg 파일 (최대 4
MB) 로 pio@mcpsmd.org 로 보냅니다. 자녀의 이름과 학년 그리고 학교를 기재해
주세요. (성은 밝히지 않습니다)
소셜 미디어로는, hashtag #MCPSfirstday 를 이용하여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올려진 사진 일부는 MCPS 트위터 피드 상에서 재트윗됩니다.
사진은 보내는 것으로, MCPS 웹사이트에 자녀의 사진 게재 허용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질문은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and Web Services 전화 301279-3853 또는 이메일 pio@mcpsmd.org 로 문의합시다.
기억합시다: 바뀐 새 예방접종 요건은 2015-2016 학사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모든 MCPS 7-8 학년 학생은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Tdap)와 뇌척수막염균
(Meningococcal-MCV4) 예방접종을 2015-2016 학사연도 시작 전에 받아야 합니다.
Maryland 예방접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학생은 Tdap and MCV4 예방접종
확인서류를 받을 때까지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이 요건은 Maryland 주 전체에
적용됩니다.
학부모님은 자녀의 담당의에게 학교 시작 전 예방접종을 받고 사본을 학교
보건실(학교 간호사)에게 가능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2016 학사연도
개학일인 8 월 31 일(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모든 학생이 필수인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Montgomery County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DHHS)는 8 월 29 일(토)에 있는
백투스쿨 페어에서 오전 11 시에서 오후 2 시까지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장소: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 850 Hungerford Drive, Rockville)
예약이 필요합니다. 예약은 이곳을 통해 합시다. 학부모 또는 학부모가 지정한
성인이 학부모가 서명한 동의서를 예방접종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예약
SAT 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College Board 는 PSAT/NMSQT 와 SAT 를 고등학교 교과과정과 대학과 진로준비에
필요한 기술에 맞추어 새롭게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PSAT/NMSQT 는 2015 년
10 월부터 SAT 는 2016 년 3 월부터 적용됩니다. 시험의 변경은 구조, 행정, 시간,
채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뀐 SAT 의 특징:
 옵션으로 바뀐 에세이
 적어진 다지선답형 질문
 없어진 오답에 대한 감점
 1600 점 만점
많아진 논리/비판적 사고, 문제해결/응용문제, 데이터 분석을 강조하는 문제 시험은
Common Core State Standards 에 따르며 학생이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MCPS 는 College Board, 학교장, 교직원, 기타 파트너십 기관과 함께 시험변화를
학교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ollege Board 는 Khan Academy 와 파트너십을 맺어 개별화된 SAT 연습문제를
무료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Khan Academy 웹사이트에 무료 어카운트를
설정한 후에 다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종류의 실제 길이의 공식 연습시험과 공부요령과 시험보는 요령
수천 개의 연습문제, 비디오 교습과 힌트
연습한 부분에 대한 실력평가형 퀴즈
교사의 피드백

학교는 올가을부터 Khan Academy 에의 등록과 새 시험등록을 도울 예정입니다.
SAT 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 입학시험입니다만 SAT 외에도 ACE 와
ACCUPLACER 를 포함한 다른 시험도 있습니다.
변경된 SAT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Khan Academy partnership과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s://collegereadiness.collegeboard.org/sat)

종교의 다양성 존중에 대한 지침서(Guidelines for Respecting Religious Diversity)
MCPS 는 학생의 학교에서와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에서의 종교와 종교적 의례에
대해 자주 묻는 많은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출판물, 종교의 다양성 존중에 대한 지침서(Guidelines for Respecting Religious
Diversity)는 Montgomery 카운티 군수 Faith Community Working Group 과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과 학생 가족, 교직원 및 지역사회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CPS 는 우리 교육구의 다양한 학생의 종교,
신념, 관습에 대한 존중과 올바른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서는 종교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 교육구에, 여러 교육위원회 정책과 MCPS
규정, 주와 연방정부 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지침서는 8 개 언어-스페인어,
중국어, 불어, 베트남어, 한국어, 암하라어, 페르시아어, 아랍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MCPS 웹사이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교의 다양성 존중에 대한 지침서
MCPS 뉴스
잠시, 몇 분 정도 시간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MCPS 에 관한 최근 뉴스 제목,
비디오, 보도자료를 꼭 확인해봅시다.

비디오
MCPS 가 외국에서 온 학생의 등록을 위해 두 번째 사무실을 개설합니다
Fillmore Silver Spring 이 백팩 캠페인을 돕습니다
MCPS 학용품 수집 프로그램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게 학용품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여름 Johns Hopkins 프로그램이 엔지니어링을 가르칩니다
읽고 움직입시다
심화학습 프로그램이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을 학습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MCPS 뉴스
Lunch and Learn 프로그램이 Takoma Park 의 학생들을 도와줍니다
고등학생이 여름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국수를 사용합니다
MCPS 는 영재 학습 학생들을 위한 여름 파일럿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보도자료
전 교육위원 임원 Shirley Brandman 씨의 업적을 주 단체가 기념합니다.
MCPS 는 중학교 기말시험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MCPS 2015 졸업생이 59 개의 National Merit Scholarship Awards 를 수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