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회계연도 MCPS 행정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알아봅시다.
Montgomery County 교육 위원회는 다음 학사연도인 2014-2015 교육구 행정
예산안을 23 억 달러로 제안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의 4 퍼센트를 인상한
것으로 주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예산 인상보다 2.5 퍼센트 낮은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 MCPS 는 다음과 함께 모든 학생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o 계속되는 교육구의 성장 관리
o 성취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투자
o 학생의 미래를 위한 준비
교육위원회의 예산은 일부 고등학교에서의 반 학생 수 줄이기, 카운슬러와
학생을 돕는 교직원 수 증원, 학교에 더 많은 테크노로지 제공, 영어 학습자의
서비스 향상을 전략적 투자 항목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요청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MCPS 예산 웹사이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의회는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MCPS) 예산을
포함한 2015 년도(2014 년 7 월 1 일-2015 년 6 월 30 일) 행정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공청회는 카운티 지도자와 함께 우리 학교
예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눌 좋을 기회입니다.
공청회 개최일:
 4 월 8 일(화) 오후 7 시
 4 월 9 일(수) 오후 1 시와 오후 7 시
 4 월 10 일(목) 오후 1 시와 오후 7 시
공청회에서의 의견제시는 다음으로 전화합시다. (240-777-7803)

MCPS 올해의 교사는 누구일까요?
세 명의 MCPS 교사가 2014-2015 년 올해의 교사상 최종 후보로 선발
되었습니다. 이 세 명의 교사는 Marian Greenblatt Education Fund 에서
제공하는 전문교사상(Veteran Teacher Award)을 수상하게 됩니다. 최종
후보는
 Diamond 초등학교(Gaithersburg 소재) 5 학년 교사인 Kathryn
Hageman 선생님
 John Poole 중학교(Poolesville 소재) 영어 교사인 Jane Lindsay 선생님
 Parkland 중학교(Rockville 소재) 미국사 교사인 Aaron Shin 선생님
Greenblatt 교육재단은 또한, Silver Sping Westover 초등학교 1 학년 교사인
Deborah Yun 선생님을 2014 년도 올해의 떠오르는 별, 교사상 수상자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 상은 1, 2 년 된 교사로 학생들을 창의적이며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들이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교사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올해의 교사 최종 후보들은 교육자들과 교육위원회 임원, MCPS 교직원,
Montgomery County 연합 PTAs 임원과 Greenblatt 가문의 일원으로 구성된
심사의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MCPS 올해의 교사상은 4 월 29 일 Champions for Children Awards Celebration
행사에서 발표됩니다. 이 행사는 교육에 헌신한 사업체와 지역사회의 노고를
감사하는 행사입니다.
자세한 안내

킨더가든 오리엔테이션이 3 월 31 일부터 시작됩니다.
2014 년 유치원 오리엔테이션이 3 월 31 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오리엔테이션
에서 학부모와 학생은 교장 선생님과 유치원 교사, 그리고 학교 교직원을
만나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각 초등학교에서 2014 년 3 월 31 일부터 5 월 30 일까지
2013 년도 9 월 1 일 이전에 5 세가 되는 아동과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학부모님은 해당 학교에 전화하셔서 등록을 위한 예약과 유치원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확인합시다. 거주지에 따른 지정학교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Boundaries Office 전화 240-314-4700 으로 문의하시거나 MCPS
웹사이트에 있는 School Assignment Locator 로 확인합시다. 자세한 정보는
Division of Early Childhood Programs and Services(301-230-0691)로 전화
문의합시다.
유치원 안내
여러분의 시간 투자로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봄방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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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가능 기관과 기회에 대해 알아
봅시다. 2 차 성적산출일 전에 봉사한 학습봉사시간은 6 월 6 일(금)까지 SSL
담당교사에게 제출해야 함을 잊지 맙시다.
4 월 첫주까지 지정된 SSL 시간을 이수한 중학생은 Superintendent Student
Service Learning 상을 수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으로 SSL 을 260 시간 이상 취득한 학생은 Certificate of
Meritorious Service 증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상을 위해 제출하는 봉사 이수시간 증명은 4 월 4 일(금)까지 학교 SSL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합니다.
학생봉사학습

학생 지도자 경험 프로그램(Student Emerging Leaders Program) 마감일은
4 월 11 일입니다.
학생의 지도자 경험 프로그램인 Student Emerging Leaders Program 은
MCPS 와 Montgomery County Business Roundtable for Education (MCBRE)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연방, 주, 지방 정부 및 정치에 관심이
있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흑인과 히스패닉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멘토 프로그램, 학생 간의 만남 및
회의와 학생 간의 디베이트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9 학년(10 학년이 되는 학생) 중 해당되는 학생은 이 프로그램에 관해
읽어보고 2014-2015 년도 프로그램에 이곳을 통해 지원합시다.
지원 마감일은 4 월 11 일(금)입니다.

초등학교 영재 프로그램 결과 승낙 및 이의제기 마감은 4 월 4 일입니다.
초등학교 영재 센터(HGC)는 MCPS 커리큘럼의 강화와 선행 학습 및 연장
학습 환경을 4, 5 학년생들에게 제공합니다. 지원 학생을 위한 시험은 지난
1 월에 있었으며 결과는 3 월 중순에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합격자의
프로그램 등록 여부 결정일과 Level I 이의제기 마감일이 4 월 4 일(금)입니다.
이의제기 편지는 301-649-8155 로 팩스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주소: Division of Consortia Choice, Spring Mill Field Office, 11721
Kemp Mill Road, Silver Spring, MD 20902) 이의제기의 결과는 5 월 초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영재 센터

3 월 28 일에 있는 Montgomery County 리크레크리에이션부, 여름 및 임시
직원 취업 박람회에 참석합시다.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Recreation 여름 캠프와 일 년 내내
계속되는 여러 프로그램의 임시 직원을 모집하는 직업 박람회가 3 월
28 일(금) 오전 11 시-오후 3 시에 Bauer Drive Community Recreation Center
(주소:14625 Bauer Dr., Rockville)에서 있습니다.
매해 카운티의 Department of Recreation 은 캠프 카운슬러, 수영장 에이드,
놀이치료 프로그램 보조 등으로 300 명 이상의 여름 캠프 임시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커뮤니티 센터, 여름 프로그램, 십 대를 위한
프로그램, 놀이치료 프로그램 담당자가 참여하여 임시직에 대한 설명과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직업 박람회는 무료이며 16 세 이상, 대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
니다.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전화번호로 문의합니다. (240-777-6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