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전! 실행 준비 중인 버스 안전 카메라 단속 프로그램
스쿨버스를 지나치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단속 프로
그램이 1 월 2 일부터 시작됩니다. 일부 MCPS 학교 버스는 학생을 태우고
내릴 때 스쿨버스 옆을 지나가는 모든 자동차를 찍기 위한 자동 카메라를
이미 정착하였습니다. 스쿨버스가 학생을 태우고 내릴 때 스쿨버스 옆을
지나갈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는 차량을 카메라가 잡게 되며 125 불의 벌금이
차주인에게 부과됩니다. 이 카메라는 카운티 내 모든 곳의 스쿨버스에
장착됩니다. 주위에도 소식을 전해주시고, 함께 MCPS 스쿨버스를 타는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나갑시다.

3 월 3 일부터 시작되는 Prekindergarten/Head Start 등록
MCPS Prekindergarten/Head Start 프로그램에 자녀의 등록을 원하는 학부모님
을 위한 2014-2015 학사연도 등록이 3 월 3 일(월)부터 시작됩니다. 지원하는
아동은 2014 년 9 월 1 일 자로 4 세가 되어야 하며 가족은 수입혜택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해당사항, 등록 시간 및 장소, 필요 서류 등의 자세한 안내는 사무실 301-2300676 으로 전화하시거나 MCPS 웹사이트를 봅시다.
Prekindergarten/Head Start 등록

2 월 19 일에 있는 북클럽 행사
교육감 Joshua Starr 박사가 올해 처음 주최하는 북클럽이 2 월 19 일(수) 오후
7 시에 Rockville 에 있는 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 (850 Hungerford
Dr., Rockville)에서 개최됩니다.

선정도서는 Gallup 기관의 수석 과학자인 Dr. Shane Lopez 의 ‘희망과 함께
가라(Making Hope Happen)’입니다. 이 책은 희망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함께, 희망의 힘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고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타인을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Lopez 박사는 높은 희망을 마음에 정하고 삶을 변화시킨 실제 인물들의
감화를 주는 예를 싣고 있습니다.

학부모, 학생 그리고 모든 지역사회 여러분 중 이 무료 북클럽의 방청객으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pio@mcpsmd.org 로 신청합시다. Starr 박사는 Lopez
박사와 함께 책에 대해 함께 토론을 하며 방청석에서 질문과 의견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또는 MCPS TV(Comcast 34 번)를 통해 시청하는 분들은
질문을 Twitter(해시태그#mcpsbookclub)와 이메일(ask@mcpsbookclub.org)로
보내어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Book Club 웹사이트를 봅시다.

사이버에서의 예의: 교육감이 보내는 편지
소셜미디어는 소통과 연결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를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감 Joshua Starr 는 우리
자녀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대화의
필요에 관한 공개편지를 12 월에 모든 MCPS 학부모님께 보냈습니다.

Starr 박사는 MCPS 직원에게 학교와 가정에서 적절한/적절하지 못한 온라인
사용에 대한 대화를 이끌 자료와 방법을 개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 편지는 영어를 포함한 7 개 언어로 번역되어 학부모님과 지역사회
여러분께 도움이 될 자료 링크와 함께 MCPS 웹사이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카운티 전체가 함께할 이 토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웹사이트가
수주일 내에 준비될 예정입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관심 있는 분들의 이름
제공방법과 자세한 안내가 함께 준비됩니다.
Cybercivility

공립교육 공헌상 후보 추천
Montgomery County 의 공립교육에 깊이 공헌한 개인(학생 포함), 단체 그리고
기관/사업체의 공헌을 알리고 감사할 만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분을
아신다면 공립교육 공헌상의 후보로 추천합시다. 17 년 전 Montgomery
County 의 Board of Education 은 MCPS 공교육에의 깊은 공헌에 대하여
감사하는 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추천서는 교육위원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모든 추천서는 2014 년 2 월 11 일(화) 오후 5 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월 3 일-4 월 1 일까지인 전학 신청서 접수
자녀의 지정된 학교에서의 전학(Change of School Assignment-COSA)을
희망하는 학부모님을 위한 전학 신청서 접수가 2 월 3 일(월)부터 시작됩니다.
전학절차는 학생의 지정학교에서 COSA 양식과 과정설명,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전학절차 안내서를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COSA
안내서는 학교와 온라인에 준비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외국어 몰입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안내는 모든 초등학교와
온라인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Northeast Consortium (NEC),
Downcounty Consortium (DCC), 중학교 메그넷 연합학군(Middle School
Magnet Consortium-MSMC)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교 지정에 대한
안내는 Division of Consortia Choice and Application Program Services 로
전화(301-592-2040)하시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합시다.

전학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 문의합시다.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언어서비스가 ASK MCPS(301-309-MCPS/6277)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학

1 월 21 일부터 시작하는 여름 캠프 등록
Montgomery County Recreation Department 여름 캠프 등록이 1 월 21 일
(화)부터 시작됩니다. Recreation 부에서는 2 세에서 18 세까지, 그리고 치료
리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21 세까지를 위한 여름 캠프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여름 캠프와 프로그램은 Montgomery County 의 여러
장소에서 개최됩니다.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등록이 조기마감됩니다. 등록을
미리 합시다.
Department of Recre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