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PS 와 함께 사이버상의 예절(Cybercivility)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4 월 24 일(목) 오후 7 시부터 8 시 30 분까지 Rockville 소재 Richard Montgomery High
School(250 Richard Montgomery Drive)에서 있을 “사이버 예절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초대 연사는 Andrea Weckerle 씨로 사이버상에서 예의 있게 그리고 서로
존중하며 의사소통을 하고 또한 서로 연결하여 개개인의 능력을 구축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책, 디지털 시대의 예절(Civility in the Digital Age)의 작가입니다. 이 토론회에서
MCPS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사이버상의 예절 지키기를
촉진하는 방법과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 합니다.
RSVP 와 안내는 Cybercivility 웹사이트를 봅시다.

5 학년 수준에 도전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교육재단은 지역 및 커뮤니티 현직 리더들을
모시고 세 번의 “5 학년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Are Your Ready for the 5th Grade
Challenge?)”중 하나인 즐거운 행사의 밤을 개최합니다. 행사는 5 월에 있습니다. 이 행사는
지역 인사들에게 5 학년 지식을 시험해보는 행사로 MCPS 의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행사에 참여합니다. 수익금은 MCPS 학생의 교육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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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년에 도전(5th Grade Challenge)" 행사는




5 월 6 일(화), 오후 7 시, Olney Theater Center for the Arts (12901 Olney Sandy Spring
Road, Olney)
5 월 13 일(화), 오후 7 시 AFI Silver Theater and Cultural Center (8633 Colesville Road,
Silver Spring)
5 월 21 일(수), 오후 7 시 F. Scott Fitzgerald Theater (603 Edmonston Drive Rockville)

자세한 안내와 티켓 구매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ESOL 공헌상 교사 후보, 학교장 후보 추천
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ESOL) 교사와 학교장 공헌상 후보를 추천합시다.
ESOL/Bilingual Advisory Committee (EBAC)는 다음 5 개의 상을 시상합니다.


우수 교사상: ESOL 초, 중, 고등학교 교사 한 명씩 총 3 명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우수한 교사이자 이민 온 학생들이 미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운 교사에게
주어집니다.
후보 추천서



올해의 교장상: 학교의 ESOL 프로그램을 특별히 후원한 교장 선생님께 수여하는
상압니다.
후보 추천서



Carol Chen 지역사회에 헌신한 우수 교사상: ESOL 학생들의 영어 학습과 미국 생활
적용을 도운 우수한 교습과 지도력을 갖춘 교사에게 주어집니다.
후보 추천서

신청서 마감은 4 월 30 일(수)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Sonja M. Bloetner 씨에게
전화문의합시다. (전화번호:301-230-0670)
MCPS 교육감과 함께하는 커뮤니티의 날
교육감 Joshua Starr 박사는 4 월 28 일(월) 올 학년도 마지막 커뮤니티의 날을 Northeast
Consortium, Col Zadok Magruder 고등학교와 Sherwood 고등학교 학군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Starr 박사는 학군 내 학교들을 방문하고 교직원을 만나며 타운홀 미팅을 Paint
Branch 고등학교에서 있을 타운홀 미팅에서 7 시 30 분-9 시에 개최합니다. (학교 주소:
14121 Old Columbia Pike., Burtonsville) 학부모와 모든 지역사회 여러분은 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의견을 함께 나눕시다. 탁아서비스와 통역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커뮤니티 데이 웹사이트

MCPS 고등학교가 전국 순위에 빛났습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MCPS)가 Washington Post 가 뽑은 2014 년도 도전적인
고등학교(2014 년 4 월 7 일자)에서 전국 탑 200 고등학교 에 우리 학군의 8 개의
고등학교가 포함되었습니다. MCPS 의 모든 25 개 고등학교가 또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리스트는 2,000 개 이상의 공, 사립 고등학교 중 최상위권 9%의 학교를 뽑은
것입니다.
두 MCPS 고등학교-Poolesville 고등학교와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가 100 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기준은 학생들에게 AP 와 IB 반 등을 포함한 어려운 학업수준의 교습을
제공하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전적인 고등학교에 뽑힌 8 개의 고등학교는 Poolesville (68), Richard Montgomery (92),
Winston Churchill (116), Bethesda-Chevy Chase (139), Walt Whitman (149), Walter Johnson
(158), Thomas S. Wootton (162), and Quince Orchard (164)입니다. 전체를 보면 25 개 교육구
중 22 개의 고등학교가 2,025 고등학교 리스트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내용 읽기
MCPS 도전적인 고등학교 결과
지역사회 지도자와 봉사자에게 감사하는 Montgomery 서비스상이 4 월 28 일에 있습니다.
제 3 회 Montgomery Service Awards 시상식이 4 월 28 일(월) Bethesda 소재 Imagination
Stage 에서 있습니다. Montgomery Serves Awards 상은 봉사정신에 투철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시상자는 9 명입니다. Jason Amboo 군 (Eastern 중학교 학생)은 Montgomery Housing
Partnerships 에서의 봉사로 청소년 부문에서 상을 받습니다. Jason 군은 Montgomery
Housing Partnerships 에서 제일 봉사를 많이 한 학생으로 2013 년에 400 시간을
봉사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무료이며 일반공개 행사입니다. 그러나 자리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전예약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www.montgomeryserves.org 를 봅시다.

MCPS 청소년을 MoCo'갓 탤런트 쇼에 초대합니다.
탤런트가 있는 청소년들은 모두 모입시다! 여러분 자녀가 춤, 노래 시쓰기, 시읽기 등에
뛰어납니까? MCPS 의 모든 중고등학생을 MoCo 갓 탤런트 쇼 오디션에 초대합니다. 이
탤런트쇼는 5 월 18 일 Silver Spring 에 있는 Fillmore 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디션 또는
작품을 제출하고 싶은 학생은 Montgomery County Youth Advisory Committee 에게 4 월
24 일(목)까지 전화(301-655-9679) 또는 이메일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