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11 월 제 1 호 퀵노트 뉴스레터
교육감의 제 3 차 MCPS 교육구와 학교의 현주소
11 월 11 일 Joshua Starr 교육감과 함께 Music Center at Strathmore 에서 3 번째로
개최되는 우리 교육구와 학교의 현주소를 알리는 행사에 600 명 이상이 참석
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재능있는 MCPS 학생들의 실력을 함께 기뻐하며 21 세기에
모든 학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육구에 대한 Starr 박사의 비전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표 전, 참석한 손님들은 실력 있는 MCPS 학생으로 구성된 연주, 합창, 춤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학생들의 작품을 관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십 개교의 MCPS
학교에서 100 명 이상의 학생이 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2014 우리 교육구와 학교의 현주소 행사는 Strathmore 와 Glenstone 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후원은 기관들의 MCPS 와의 계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
졌습니다. 2005 년 Strathmore 뮤직센터가 개관한 이래, MCPS 학생들과 매해 함께
하는 Strathmore 학생 콘서트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으며 Glenstone 은 2011 년부터
우리 교육구와 협력하여 수백 명의 MCPS 교사와 학생을 초대하여 미국에서 제일
주목받는 현대 미술 컬렉션 일부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 년 우리 교육구와 학교의 현주소 행사는 또한 Educational Systems Federal
Credit Union, Hess Construction + Engineering, Comcast, Discovery Education,
International Baccalaureate, Montgomery County Business Roundtable for Education 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행사의 모든 수익금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Educational Foundation 의
특히 Achieving Collegiate Excellence and Success (ACES)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ACES 프로그램은 MCPS, Montgomery College, Universities at Shady
Grove 가 협력하여 고등교육에 취약했던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을 높이고 대학수료
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ACES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행사 비디오와 사진이 우리 교육구와 학교의 현주소 웹사이트에 준비되어 있습
니다.

교육감이 학교 건축 예산으로 22,080 만 불의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교육감 Joshua P. Starr 박사는 MCPS 의 급격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장소문제 해결로
계획된 6 개년 신축계획에 22,080 만 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추가 예산의 대부분은 주 건축 예산의 추가 지연으로 불투명해졌던 작년도의 건축
지연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Starr 박사는 추가 주 예산이 내년 1 월에 있는 다음
Maryland 주의회 기간에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청된 수정조항은 2015‐2020 회계연도의 Capital Improvements Program(CIP)
예산을 자난 5 월에 Montgomery 카운티의회가 승인한 15 억 3 천만 불을 17 만 5 천
만 불로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CIP 수정의 일부로 다음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Downcounty 연합학군의 고등학교 수용인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교육구는 다음
부분의 증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구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Avery Road 의 Blair Ewing Center 부터 Rockville 의
다른 건물을 증축 및 보수 후 이전.
Rock Terrace School 에 Tilden Middle School 과 같은 활성 증축 프로젝트적용.
Shady Grove 메트로 역 개발에 따라 새로운 스쿨버스 주차장 고려.
건물 수용인원 초과를 완화하고 교실을 추가하고 공간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한
특정 학교에 맞는 프로젝트.
추천 개정안에 대한 두 번의 공청회가 11 월 12 일(수)와 11 월 13 일(목)에 있으며
최종 교육위원회 투표는 11 월 17 일(월)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겨울이 옵니다: MCPS 안내를 항상 확인합시다.
추운 겨울 날씨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MCPS 는 날씨에 따른 학교 휴교 및 지연
등교와 조기 하교를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MCPS 알리미
비상 날씨 때와 그 외의 중요한 교육구 내의 행사를 MCPS 가 직접 휴대전화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학부모님은 또한 자녀 학교에 대한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MCPS 알리미(AlertMCPS) 구독
 MCPS 홈페이지
www.montgomeryschoolsmd.org
 퀵노트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 구독
구독은 www.mcpsquicknotes.org 을 방문합시다.
MCPS 케이블 방송 채널
MCPS 케이블 방송: Comcast 34 번, Verizon 36 번, RCN 89 번
 녹음된 안내
301‐279‐3673
 ASK MCPS 에 물어보세요.
301‐309‐6277 월‐금, 오전 7 시 30 분‐오후 5 시 30 분에 영어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교직원이 직접 안내를 제공합니다.
 Twitter
http://twitter.com/mcps
 지방 라디오 및 TV 방송국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비상연락기록이 최근의 것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시다.
비상상황에 따른 MCPS 행정 임시변경 안내를 받는 다양한 방법

성공적인 대학진학과 진로를 돕기위해 새로운 협력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Montgomery 카운티 교육자와 사업계의 지도자가 힘을 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Integrated Experiential Learning Cooperative(IELC)를 시작합니다. IELC 는 자신이 선택
한 분야에서 각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익혀 준비된 커리어를 만들어 나아갈
기회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Montgomery
College(MC)와 Universities at Shady Grove(USG)으로 계속 연결됩니다.
프로그램 시작을 위한 예산으로 Hess 재단에서 525,000 불을 기부하였습니다. Hess
재단은 Andy 와 Chuck Hess 형제가 설립 및 운영하는 Gaithersburg 에 위치한 Hess
건설이 설립한 재단입니다.
IELC 는 학생들에게 Montgomery 카운티의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교육 파이프
라인을 제공하고 전공하기 원하는 분야에 대한 경험을 통해 학습과 경험이 동시에
습득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IELC 는 또한, 학생들에게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있는 것인지를 보게하여 실제 일터에서의 기대되는 바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MCPS, Montgomery College, Universities of Shady Grove, 이 세 교육 파트너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통합 교육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에서의 교육적 발전을 이루어도록 합니다.
MCPS, MC, USG 가 함께 시작한 프로그램인 ACES(Achieving Collegiate Excellence and
Success)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 중 12 학년이 되는 MCPS 학생 60 명으로 구성된
첫 그룹이 2015 년 5 월부터 이 프로그램에 함께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중요한 일정: 지원전용 프로그램의 시험일이 다가옵니다.
Montgomery Blair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Poolesville 고등학교,
Roberto Clemente 중학교, Eastern 중학교, Takoma Park 중학교의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한 학생들을 위한 시험이 12 월 6 일(토)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서를
봅시다.
초등학교 영재 프로그램 시험은 1 월에 해당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DCCAPS

Montgomery County Recreation 안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레크리에이션과 공원에서의 활동 프로그램(Recreation and
Parks Programs) 안내책자의 겨울 판이 나왔습니다. 활동 프로그램은 자리가 빨리
채워지어 등록이 마감됩니다. Montgomery County 에 거주하는 여러분은 가능한 한
빨리 등록을 합시다. 안내책자에는 수영, 아트, 공작, 운동, 댄스를 포함한 몇 백
종류의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안내가 담겨있습니다.
Department of Recreation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안내서를 봅시다.
코스 게시판의 출력한 사본이 각 레크레이션 센터, 공원, 정부건물과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40‐777‐6840 으로 합시다.
겨울 코트 나누어주기 운동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프리 킨더가든/Head Start 프로그램은 4 세와 5 세 학생을 위한 새 겨울 코트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코트 사이즈 6, 6X, 7/8 과 겨울에 필요한 모자, 장갑 목도리의 기부를 받습니다.
기부하실 물건은 Lisa Conlon 씨 앞으로 다음 주소 MCPS Prekindergarten/Head Start
Program, Rocking Horse Road Center, Room 141, 4910 Macon Road, Rockville, MD
20852 로 보내주세요.
자세한 안내는 Lisa Conlon 씨 (301‐230‐0676)에게 전화문의합시다.
"살아 있어요!" 행사 Germantown 도서관의 움직이는 예술, Kinetic Art 랩
Germantown 도서관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TEM 프로그램을 11 월
15 일(토) 오전 10 시‐12 시 그리고 12 시 30 분과 2 시 30 분에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살아 있어요! 움직이는 예술 랩(It’s Alive! Kinetic Art Lab)”은 LED 와 모터,
일상생활의 자료를 사용하여 학생이 직접 키네틱 운동 구조물을 디자인, 제작하여
돌리고 빛을 발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은 서클과 단순한 메커니즘의
조합으로 새로운 상호작용 예술 작품을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도서관은 19840 Century Boulevard, Germantown 에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240‐
777‐0110 로 전화문의 합시다.

MCPS 뉴스
잠시, 몇 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MCPS 에 관한 최근 뉴스 제목,
비디오, 보도자료를 꼭 확인해봅시다.

비디오
성공적인 대학진학과 진로를 위한 새로운 협력관계
MCPS 학생이 디자인하고 만든 집
교육감 22,100 만 불의 학교건설예산 증액 요청
오늘의 과학자
TAKOMA PARK 중학교의 학교 급식의 주 기념행사
B‐CC 관객을 놀라게한 Nobel 상 수상자
역사를 생동감있게 구현한 홀로코스트 생존자
MCPS 뉴스
Westover 학교장이 MCPS excellence award 을 수상하였습니다
Parkland 중학교 학생이 우주과학을 처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Montgomery school 교육위원회 의원 후보가 학생 수와 성취도 차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Maryland 학교가 숙제와 과제물에 “No”라고 하였습니다
교육감 Starr 박사가 학교 건축에 필요한 예산을 찾고 있습니다
주 교육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변경된 시험적용 시기를 지연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Montgomery schools 수장이 요청한 학교 건축기금, 22,100 만 불
7 학년 학생들이 ‘좀비의 확산'을 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직업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Bethesda 소재 Westbrook 초등학교: 75 년의 역사와 함께 더욱 강해졌습니다

보도자료
Universities at Shady Grove 가 Montgomery College, MCPS 와 함께 Business Leaders to
Launch Experiential Learning Cooperative 를 시작합니다
교육위원회가 경제협력 및 개발 시범 프로그램에 대해 토론을 하여 카운티 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합니다
교육감이 학교 증축 예산으로 22,080 만 불을 요청하였습니다
Montgomery County 교육 위원회 블로그의 최신 소식
우리 주 정부가 하는 올바른 일
성장하는 도전
회의 모음: 등록, 마스터 플랜, 진로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