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PS 졸업률 상승
Maryland 주 교육위원회(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MSDE)의
1 월 28 일 발표에 따르면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의 4 년
졸업률은 88.3%입니다. MCPS 졸업률은 작년보다 1%, 2 년 전보다 1.5% 오른
결과입니다.
또한, MCPS 졸업률은 Maryland 졸업률보다 3.3%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적인 졸업률 향상은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님과 커뮤니티가
함께 열심히 노력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Joshua P. Starr
교육감은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합력하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번영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게 됩니다.”
MSDE 는 또한 2013 년도 자퇴율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MCPS 의 자퇴율은
6.3%(작년도보다 0.5%, 2 년 전보다는 1.1% 낮아진 수치)입니다. MCPS
자퇴율은 주 자퇴율인 9.4%보다 3.1% 낮습니다.
자세한 안내

세 명의 MCPS 학생이 인텔 과학 경시대회 최종 후보로 뽑혔습니다.
Montgomery Blair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MCPS 과학자 3 명이 미국에서
유명한 고등학교 과학 경시대회 중 하나인 2014 년 인텔 과학 경시대회(Intel
Science Talent Search)에 최종 후보자로 뽑혔습니다.
Montgomery Blair 고등학교는 전국 고등학교 중 제일 많은 최종 후보자를
배출한 고등학교입니다. 3 명의 최종 후보자와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Ishaun S. Datta, Saturated Nuclear Matter in the Large Nc and Heavy Quark
Limits of Quantum Chromodynamics
 Neil S. Davey, Early Cancer Diagnosis and Treatment Through the Detection
of Circulating Tumor Cells Using Drop-Based Microfluidics
 Jessica Shi, The Speeds of Families of Intersection Graphs
인텔 과학 경시대회는 공공 과학 리서치와 공교육 연계에 헌신하는
비영리단체 Society for Science & the Public 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는 3 월 6 일-12 일에 Washington D.C.에서 함께 1 등 10 만 불을 포함한
60 만 불 이상 상금을 두고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지난달, Society for Science & the Public 은 1,800 명 가까운 참여자 중 300 명의
최종 후보자를 발표하였습니다. MCPS 에서는 Maryland 에서 선발된 20 명 중
75%인 15 명이 준결승자로 선발되었습니다. Maryland 4 명의 후보자 중
3 명이 MCPS 학생입니다.
최종 후보자와 프로젝트에 관한 비디오 시청

MCPS 에서 19 명의 학생이 Posse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19 명의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MCPS) 학생이 Posse Foundation
에서 제공하는 4 년 전액 장학금을 받습니다.
Posse 프로그램은 대학 입시과정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우수한 학업 성적과
지도력을 가진미국 내 공립 고등학생을 찾아, 44 개 대학교에서 각각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여 각 캠퍼스에 Posses 라는 다문화팀을 만드는 프로그램
입니다. 이 학생팀은 학교 시작 전과 재학 중에 전문적인 지도를 받게 되며
서로 협력하며, 대학 캠퍼스에서 중요한 지도자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Possee 프로그램은 9 개 지역—Atlanta, Boston, Chicago, the District of
Columbia, Houston, Los Angeles, Miami, New Orleans, New York—에 1,600 명
이상의 학생이 추천되어 선발되는 전국 대상 장학금입니다.
올해 11 고등학교의 19 명의 학생이 6 개의 대학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장학금 수혜 학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월 27 일에 여름방학의 기회 박람회
학부모님들께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여름방학의 기회를 알려드리는
여름방학의 기회 설명회가 2 월 27 일(목)에 있습니다. 지역 및 학군 내의
다양한 여름학교 담당자가 여름캠프,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름방학의 기회 박람회에서는 여름 프로그램 담당직원과 만나고
등록원서와 재정적 도움에 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행사는 오후 7 시부터
8 시 30 시까지 Rockville 소재 Richard Montgomery High School(250 Richard
Montgomery Drive)에서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Recreation 봄 프로그램 지원접수가 2 월
10 일(월)에 시작됩니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카운티 내의
다양한 장소에서 제공합니다. 우편, 팩스,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Department
of Recreation 사무실, 주소: 4010 Randolph Road, Silver Spring) 등 4 가지
방법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봄 프로그램 안내 책자가 모든 레크레이션
센터와 아쿠아틱 센터 또는 온라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40-777-6840 으로 합시다.

온라인 High School Course Bulletin (고등학교 과목 게시판)
2014-2015 년도 고등학교 학과목 게시판이 온라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에는 MCPS 고등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목과 각 과목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각 학교 카운슬러가 8 학년과 9 학년 학생들에게 사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High School Course Bulletin (고등학교 학과목 게시판)

HBCU 박람회가 2 월 19 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서깊은 흑인 종합대학과 단과대학(HBCU) 박람회가 Richard Montgomery
High School(250 Richard Montgomery Drive, Rockville)에서 2 월 19 일(수)(눈
등 날씨로 인한 휴교의 경우: 2 월 20 일)에 개최됩니다. 모든 고등학생과
학부모님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60 개 이상의 대학교 입학 담당자가
참석하여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일부 대학교는 즉석 입학허가를 위한 인터뷰를 박람회에서 직접 갖습니다.
참가 대학과 준비해야할 서류 등을 포함한 박람회에 관한 안내 및 정보는
이곳을 봅시다.
HBCU 박람회

연합학군 선택과 지원에 관한 소식
Northeast Consortium (NEC)와 Downcounty Consortium (DCC) 연합학군에
거주하는 8 학년 학부모님은 2 월 초 2014-2015 학사연도의 고등학교 배정을
알리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 편지에는 등록회의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CC 고등학교와 Blake 고등학교 및 Springbrook
고등학교의 등록을 위한 회의는 2 월 5 일(수) 오후 7 시에 있으며, Paint Branch
고등학교 등록은 2 월 6 일(목)에 있습니다. (눈 등 날씨로 인한 연기일:2 월
11 일)
중학교 메그넷 연합학군(MSMC)에 지원한 5 학년 학생 및 학부모님과 중고등
메그넷 프로그램에 지원한 5 학년과 8 학년 학생 및 학부모님도 또한, 이번
달에 합격 여부를 통보하는 편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중고등 메그넷
프로그램은 Roberto Clemente 중학교, Eastern 중학교, Takoma Park 중학교와
Montgomery Blair 고등학교, Poolesville 고등학교와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입니다).
NEC 또는 DCC 연합학군 지역에 새로 이사 온 8 학년 학생, NEC 또는
전학으로 DCC 해당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고등학교 초이스 양식이
우송됩니다.
초등학교 5 학년 학생의 학부모로 중학교 메그넷 연합학군(MSMC)에 전학올
경우, 우편으로 도착하는 2 차 초이스 양식을 확인합시다. 또한 Montgomery
County 외 지역에 거주하며 2014-2015 학사연도에 MSMC 에 등록을 원하는
학생으로 초이스에 지원한 5 학년 학생은 MCPS 웹사이트를 통해 초이스
양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4–2015 학년도에 선택학교를 변경하고 싶은 연합학군 9-11 학년 학생들을
위해 초이스 학교 변경 신청서가 NEC 와 DCC 고등학교 카운슬링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학사연도에 MSMC 변경을 원하는 6 학년 학생과 학부모님을 위한
초이스 학교 변경신청서가 MSMC 중학교 카운슬링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이스 2 차 지원과 초이스 학교 변경신청 마감일은 2 월 14 일(금)입니다.
결과 통보 편지는 3 월 중순에 각 가정으로 우송됩니다.
Consortia Choice and Application Program Services

초등학교 외국어 몰입교육 프로그램 지원서 접수

외국어 몰입교육 프로그램은 유치원부터 시작되며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14-2015 학사연도 유치원-5 학년생의 지원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몰입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서, Immersion Interest Form 은 Special Programs 웹사이트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어 몰입교육 양식은 각 초등학교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2014-2015 학사연도 지원서 마감일은 4 월 4 일(금)입니다. 결과
통보 편지는 5 월에 각 가정으로 우송됩니다.

잊지 맙시다
교육위원회는 공립 교육에 공헌한 사람 또는 기관에게 주어지는 제 17 회
Montgomery County 공교육 공헌상의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공교육과 MCPS 에 모범적인 공헌자들에게 감사하는 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추천서는 교육위원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모든 추천서는 2 월 11 일(화)
오후 5 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Choose Respect 컨퍼런스가 2 월 23 일(일)에 있습니다. 컨퍼런스는 Takoma
Park 소재 Montgomery College, Cultural Arts Center 에서 오후 1 시-4 시
30 분에 개최합니다.
행사는 무료이며, 8 학년-12 학년 학생들에게 열려있습니다. 참석자는 서로
나누는 교육 워크숍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추첨, 상품, 무료 음식과

Eclipse Performing Dance Company 가 제공하는 특별 공연을 포함한 즐거운
언터테이먼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전화번호로
문의합니다. (240-777-7075)
등록
또한...

대학에 관해 궁금하시고 학자금을 어떻게 내야 할지 염려가 되십니까? 2 월
9 일(일)과 2 월 27 일(목) Montgomery College 에서 있는 2014 년 College Goal
Sunday 에 참석합시다. College Goal Sunday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월 9 일 오후 2-4 시 (눈이 올 경우: 2 월 16 일)
Montgomery College Takoma Park/Silver Spring 캠퍼스
7625 Fenton Street, Takoma Park, Charlene R. Nunley Student Services Center
2 월 27 일 오후 4-6 시 (눈이 올 경우: 3 월 6 일)
Montgomery College, Germantown 캠퍼스
20200 Observation Drive, Germantown, High Technology and Science Center (HT
Building)
자세한 안내는 College Goal Maryland 웹사이트를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