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회계연도 운영 예산 공청회 참석
교육감 Joshua Starr 는 2015 회계연도 22 억 8 천만 불, 행정예산안을 교육위원회에 12 월
10 일 제출하였습니다. Starr 박사의 추천안은 학생 수 증가와 성취도의 차이 줄이기
그리고 MCPS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미래에의 투자를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MCPS
예산안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Starr 박사의 예산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두 번의
공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견해를 나눌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1 월
9 일, 목 오후 7 시와 1 월 16 일, 목 오후 7 시에 Rockville 소재 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 (주소:850 Hungerford Drive) auditorium(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12 월 16 일
(월)부터 공청회에서 의견을 발표하기 위한 등록을 받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예산안 업무회의를 1 월 21 일(화)과 1 월 23 일(목)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일반에게 공개합니다. 2 월 11 일(화)에 교육위원회는 예산안을 승인하며 그
후 예산안은 카운티 군수와 카운티 의회에 심사를 위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제 17 회 공립교육 공헌상의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Montgomery County, Board of Education 은 공립 교육에 공헌한 사람 또는 기관에게
주어지는 제 17 회 Montgomery County 공교육 공헌상의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교육
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Montgomery County 의 공립교육에 깊이 공헌한 개인(학생
포함), 단체 그리고 기관의 공헌을 알리고 감사드리고자 책정되었습니다.
추천서는 12 월 중에 교육위원회 웹사이트에 준비됩니다. 추천서를 작성해서 2 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다음 Quicknotes 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Public Education Award(공립교육 공헌 상)에 학부모님을 추천합시다.
Maryland 주 교육위원회는 Maryland 학부모 참여상(Parent Involvement Matters Award PIMA)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이 상은 공교육에 이바지한 학부모님을 위한 상입니다. Maryland 학부모 참여상은
Maryland 내 공립학교에 자녀가 다니고 있는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어야 하며 MSDE

또는 공교육 시스템 직원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마감일은 1 월 31 일(목)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MSDE 웹사이트를 봅시다.

겨울방학 동안 Student Service Learning Hours(봉사학습시간)를 취득합시다.
겨울방학은 봉사학습 활동에 참여하고 SSL(봉사학습시간)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주방 도우미, 지역 공원청소, 옷이나 음식 수거 등 학생은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MCPS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75 시간의 SSL 활동을 이수해야 합니다.
MCPS 가 사전인가한 다양한 MCPS SSL 시간 취득 가능 기관과 기회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성적산출일 전에 봉사한 학습봉사시간은 1 월 3 일(금)까지 SSL 담당교사에게 제출
해야 함을 잊지 맙시다.
학생봉사학습

마틴 루터 킹 봉사의 날, 어디에서 봉사할까요.
1 월 20 일(월) Montgomery County 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봉사의 날을 기념합니다.
King 박사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이 공휴일을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기념하는 미국
전역의 많은 미국사람들의 활동에 참여합시다.
이날은 학생들이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봉사하며 봉사학습시간(Student Service Learning
Hours)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봉사 프로젝트는 카운티 내 세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Bethesda North Marriott Conference: 오후 1 시– 3 시
Silver Spring Civic Center: 오전 10 시 – 오후 12 시
Universities at Shady Grove: 오전 10 시 – 오후 12 시
또한 쉼터의 사람들을 위한 샌드위치 만들기, 시니어를 위한 카드 만들기,
세면도구/일상용품 포장하기 등 개인별 또는 단체별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합시다.

Montgomery Serves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240-777-2600 으로

다음 교육위원회의 학생 의원이 되고 싶으십니까?
11 학년 또는 12 학년으로 2014-2015 학사연도 동안 교육위원회 학생 의원(SMOB)으로
봉사하고 싶은 학생을 위한 지원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원 마감은 1 월 23 일(목)
오후 4 시까지입니다. SMOB 는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학생의 견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SMOB 는 법안을 제안하고, 모든 논제에 관한 토론에
참석하며, 많은 쟁점에 관한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SMOB 가 수당을 받지는 않지만, 학생은 사회과목 학점 인정과 학생 봉사 학습
시간(SSL) 최소 250 시간 그리고 5,000 달러의 대학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정보/설명회가 1 월 7 일(화) 오후 5 시-6 시에 Germantown 에 있는 Student Affairs
Office(주소:12900 Middlebrook Road)에서 있습니다. 현직 학생의원인 Justin Kim 과 전직
교육위원회 학생 의원들이 의원직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려주며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출마 자격은 Montgomery County 에 거주하며 현재 MCPS 고등학교 10 학년 또는
11 학년에 재학 중이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Karen_L_Crawford@mcpsmd.org 로 문의합시다.
자세한 안내

잊지 맙시다…
초등학교 영재 센터(HGC)는 MCPS 커리큘럼의 강화와 선행 학습 및 연장 학습 환경을 4,
5 학년생들에게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수학, 영어 및 언어영역, 과학, 사회탐구에
뛰어나고 열의적인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논리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기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초등학교 영재 프로그램 지원서를 작성한 학생을 위한 선발 시험은 1 월에 해당 학교
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안내
기억합시다!
수업시간 변경에 관해 토론을 위해 4 회 예정되어 있는 지역사회 회의 중 제 2 회 모임이
12 월 16 일(월) 오후 7 시부터 8 시 30 분까지 Rockville 소재 Richard Montgomery High
School(250 Richard Montgomery Drive)에서 있습니다. 학교 시작시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이자 질문을 할 기회인 벨타임 지역사회 토론회에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역사회 토론회는 교육감이 제안한 수업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 변경 즉 벨타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해 MCPS 가 준비한 여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MCPS 웹사이트를 봅시다.
벨타임

또한...
중고차나 컴퓨터를 찾고 있으십니까? Automotive Trades (ATF)와 Information
Technology(ITF) foundations 가 12 월 14 일 판매하는 중고차와 컴퓨터 세일을 놓치지
맙시다.
ATF 와 ITF 프로그램 학생들이 재정비한 자동차와 컴퓨터를 12 월 14 일(토) 오전 9 시11 시, Damascus High School 에서 판매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질문은 Kelly Johnson(전화:301-929-2197)에게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를
봅시다.www.atfcareers.org 판매될 컴퓨터에 대한 안내는 웹사이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itfcareers.org
자동차와 컴퓨터는 학생들이 수업의 일환으로 직접 수리와 재정비 후 시험을 거쳤
습니다.
지역주민 여러분의 자동차 기부를 환영합니다. 본 프로그램을 위한 자동차 기부는
Damascus, Gaithersburg, Seneca Valley 고등학교 및 Thomas Edison High School of
Technology 에서 받고 있습니다. 기부는 세금공제대상입니다.
Automotive Trades Foundation
Information Technology Foundation, Inc.

퀵노트 발행 일정…
MCPS 퀵노트는 겨울방학 동안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음 호 발간일은 2014 년 1 월
7 일입니다. 휴간 기간 동안 MCPS 웹사이트와 트위터를 통하여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최신 소식을 확인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