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아카데미 워크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학부모 아카데미에서는 아이들이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 및 도움을 제공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겨울학기는 1 월 13 일(월)부터 시작합니다. 대학과 진학 계획하기, 자녀 양육
기술, 사이버 안전과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과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아카데미는 무료입니다. 탁아서비스와 통역이 제공됩니다. 전 과목
안내는 학부모 아카데미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College Goal Sunday 에서 재정문제를 함께 고민합시다.
대학에 관해 궁금하시고 학자금을 어떻게 내야 할지 궁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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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설 등 날씨로 인해 연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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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설 등 날씨로 인해 연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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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r 교육감과 함께하는 행사
교육감 Joshua Starr 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지역사회 여러분을 만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행사-커뮤니티의 날, 타운홀 미팅-는 MCPS 관계자
모든 이들이 교육감에게 질문을 하고 생각을 나누는 좋은 기회입니다.

커뮤니티의 날
올 학년도 세 번째의 커뮤니티의 날은 2 월 3 일(월)이 Bethesda-Chevy Chase,
Winston Churchill, Richard Montgomery, Rockville, Walter Johnson, Walt
Whitman, Thomas S. Wootton 학군을 위해 예정되어 있습니다. Starr 박사는
낮에는 학교를 방문하고 교직원을 만나고 학부모 지도자와 이야기를 나눕
니다. 각 커뮤니티의 날의 마무리는 지역사회 여러분이 Starr 박사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타운홀 회의로 오후 7 시 30 분에 Winston Churchill High
School 에서 개최됩니다.
올 학년도 마지막 커뮤니티의 날은 4 월 28 일(월) James Hubert Blake, Paint
Branch, Springbrook (Northeast Consortium), Col Zadok Magruder, Sherwood 학군을
위한 행사입니다. 타운홀 미팅은 Paint Branch High School 에서 있습 니다.

학생과의 타운홀 미팅
제 3 차 타운홀 회의를 1 월 28 일(화)에 Northwood High School 에서 개최
합니다. Starr 박사는 학생들과 질의 문답 시간을 갖게 되며 이메일과 Twitter
를 통해 보내진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학생과 함께하는 타운홀 회의의 일정과 장소:
- 2 월 27 일(목), Rosa Parks Middle School
- 3 월 18 일(화), Watkins Mill High School
- 4 월 24 일(목), Herbert Hoover Middle School
Student Town Hall webpage 학생 타운홀 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이전의
타운홀 회의를 시청합시다.

연합학군과 메그넷 결과통보 편지 도착 예정
Northeast Consortium (James Hubert Blake, Paint Branch 와 Springbrook
고등학교), Downcounty Consortium (Montgomery Blair, Albert Einstein, John F.
Kennedy, Northwood 와 Wheaton 고등학교) 연합학군에 거주하는 8 학년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2014-2015 학사연도의 고등학교 배정을 알리는 편지를 이달
말까지 받게 됩니다.
편지에는 모든 연합학군 내의 고등학교 등록회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함께
포함됩니다. Downcounty 연합학군과 Blake 고등학교 및 Springbrook 고등
학교의 등록회의는 2 월 5 일(수) 오후 7 시에 있습니다. Paint Branch 고등학교
등록은 2 월 6 일(목) 오후 7 시에 있습니다. 눈 등으로 인해 학교가 휴교할
경우 2 월 11 일(화)로 연기됩니다.
추가로 중학교 메그넷 연합학군에 지원한 5 학년 학생 부모님은 2 월 초에
우편으로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메그넷 프로그램에
지원한 5 학년과 8 학년 학부모님도 2 월 초에 우편으로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메그넷 프로그램은 Roberto Clemente, Eastern, Takoma
Park middle schools 의 중학교 메그넷 프로그램과 Montgomery Blair, Richard
Montgomery, Poolesville high schools 의 고등학교 메그넷 프로그램입니다.
연합학군 선택과 지원 프로그램
학교의 우수한 지도자를 위한 상에 후보자를 추천합시다.
올해 학교 지도자들에게 감사할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조언자
또는 학생회(SGA)를 그들의 헌신과 학생 지도에 대한 공로자로 추천합시다.
모든 상에는 정해진 마감일이 있습니다. 중학교 상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추천서는 이곳을 클릭하시고 고등학교는 이곳을 클릭합시다.
추가정보가 필요하십니까? Karen_L_Crawford@mcpsmd.org 로 이메일합시다.

교육위원회 학생의원 후보들에게 질문이 있으십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중고등학생 여러분은 2014-2015 년도 학생회장 후보자들
에게 질문합시다. 질문을 이메일로 보냅시다. mcpssec@gmail.com 이메일할
때 이름과 학교, 학년과 질문을 적어주세요. 질문을 뽑아서 Meet the
Candidates TV 쇼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2 월 21 일(금) 오후 4 시가
마감입니다.
교육 위원회는 새 의장을 선출하였습니다.
Philip Kauffman 씨가 12 월 12 일 교육위원회 새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Patricia O’Neill 씨도 또한 만장일치로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 임원
임기는 1 년입니다. Kauffman 씨는 Christopher S. Barclay 씨에 이어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Kauffman 씨는 2008 년 교육위원회 임원으로 선출되어 2012 년 재임을 통해
2 번째 4 년 임기를 수행 중입니다. 신임 의장은 교육위원회 예산안 관리
위원회 회장과 특별 인구분포 위원회의 회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Olney 에 거주하는 Kauffman 씨는 14 년 동안 지역사회와 카운티 PTA 지도자
로 선발되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Montgomery County Council of
Parent-Teacher Associations (MCCPTA)의 Board of Directors 의 Sherwood 학군
과 Northeast 연합학군 부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MCCPTA Blake 학군
코디네이터와 Farquhar 중학교 PTA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2007 년에는
Maryland PTA 가 주는 명예 평생회원이 되었습니다.
Mrs. O'Neill 은 Bethesda 에 거주하며 1998 년에 처음 교육위원회 임원으로
선출되어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제일 긴 기간 동안 헌신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으로 4 회 선출된 바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책
관리 위원회 회장을 맡고 전략 계획 위원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교육감 Starr 는 2015 학사연도 예산안 22 억 8 천 불을 교육위원회에 12 월
10 일 제출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예산안에 반영시킬 기회인 공청회가
이번 달에 두 번 있습니다. 1 월 9 일(목) 오후 7 시 1 월 16 일(목) 오후 7 시에
Rockville 소재 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 (주소:850 Hungerford Drive)
auditorium(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공청회에 참석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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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웃과 이웃
이웃과 이웃(Neighbor to Neighbor-N2N)의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아직
여러분이 MCPS 의 예산안과 벨타임에 관한 N2N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Neighbor to Neighbor 웹사이트를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