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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 학부모 안내 
 
2014-2015 학사연도 성적표 배부일은 11월 12일, 1월 29일, 4월 14일, 6월 23일 
입니다. 
 
학부모님, 여러분 자녀의 올 학사연도 첫 번째 성적표가 11 월 12 일(수)에 집에 
도착합니다. 성적표 배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29일 
 4월 14일 
 6월 23일(성적표 우송)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의 모든 학생은 학년 수준의 기대치와 비교한 학생 실력과 
진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에 근거한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학부모님은 자녀의 성적을 Edline(에드라인)을 통해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웹베이스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에드라인은 중고등학교 학부모님이 
자녀의 성적과 과제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며, 담당 선생님께 이메일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사연도에 걸쳐 일부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인 myMCPS를 시범 운행합니다. 이 시스템은 수업계획 기능과 함께 안내, 
과제물과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그 때 사이트에의 링크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MCPS 성적채점과 성적표에 대한 자세한 안내 가 필요하거나 기준에 따른 
성적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성적 채점과 성적표 웹사이트를 봅시다. 
 
 
Starr 박사가 제공하는 2014년 우리 교육구와 학교의 현재 상황 발표에 함께 참석 
합시다. 
 
11 월 11 일에 참석하실 분은 www.mcpsstateoftheschools.org 을 통해 참석 여부를 
알려 주세요. 



교육감 Joshua Starr 박사는 우리 학교와 교육구의 현재 상황을 보고하는 행사인 
"제 3 회 우리 학교의 현주소"를 2014 년 11 월 11 일(화) The Music Center at 
Strathmore 에서 개최합니다. Starr 박사는 모든 학생이 성공적인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 행사는 무료이며, 일반에 
공개됩니다. 행사는 가벼운 아침 식사와 함께 오전 7 시 30 분에 시작하며 Music 
Center에서 전시되고 발표되는 MCPS 학생 연주와 작품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전 
8시 30분에 Starr 박사가 우리 교육구의 현재 상황에 대해 발표를 합니다. 행사는 
9 시 30 분에 마칠 예정이며 한국어를 포함한 외국어 통역과 수화 통역이 
제공됩니다. 통역이 필요한 분은 아래층 밖에서 통역 기기를 받아갑시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기 바랍니다. 11 월 3 일(월)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www.mcpsstateoftheschools.org)   
 
 
우리 학교의 현주소 
 
 
학교에서 제공하는 2014년 독감 예방 접종에 등록합시다. 
 
Montgomery County 보건 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11 월에 몇 군데의 MCPS 학교에서 비강 스프레이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 
합니다. 
 
2014년 독감시즌이 시작됩니다. 몇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독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매해 접종받는 독감 예방 백신이 포함됩니다.  
 
Montgomery County 보건복지부는 10월과 11월에 MCPS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강 스프레이 무료 독감 예방 접종(Flumist)을 실시 
합니다. 
 
10월 31일(금) 예방접종 클리닉은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Seneca Valley 고등학교에서 있을 예정이며 이날은 교사연수의 날로 
학교가 쉬는 날입니다. 클리닉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MCPS 초등학교에서 10 월 11 일(월)과 11 월 11 일(화) 양일 조기하교 후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학교를 통해 알려 드립니다. 
 



모든 클리닉은 무료입니다만 백신 수량이 한정되어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웹사이트를 봅시다.  
 
다음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감기와 절기에 따른 질병 전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비누와 물 또는 알코올이 포함된 손 세척제로 손을 자주 씻습니다. 특히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 꼭 씻어야 합니다. MCPS가 인가한 손 세척제가 학교 

의 다양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카페테리어, 대강당, 학교 사무실 

옆 등) 

2.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코와 입을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3. 감염을 줄이기 위해 눈, 코 혹은 입의 접촉을 피합니다.  

4. 발열, 기침, 계속되는 재채기, 콧물, 두통이나 온 몸이 아플 경우, 학교나 

직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쉽니다.  

5. 자녀의 건강에 대해 염려가 된다면 바로 담당의사에게 연락하거나 911 로 

전화합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독감 예방을 위한 여러 정보를 봅시다.   
 
MCPS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emergency/flu/index.aspx/  
Centers for Disease Control http://www.cdc.gov/flu/protect/preventing.htm 
Montgomery County http://www.montgomerycountymd.gov/resident/flu.html 
 
 
새롭게 탄생한 교육위원회 블로그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에서 새롭게 블로그를 시작합니다. 블로그와 
연결되어 정보를 얻읍시다. 
 
Montgomery County 교육 위원회도 블로그 시작! 새로운 교육위원회 블로그는 
중요한 뉴스와 정보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원탁회의, 시민이  교육위원회 업무에 
참여 및 연결되기 위한 기회로 기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블로그는 
Board of Education website를 봅시다. 새로운 게시물과 정보를 보시려면 블로그를 
자주 확인해 주세요.  
 
교육위원회 회의 블로그 



체크 리스트: 연합학군 프로그램과 지원 프로그램  
 
MCPS는 전 학년에 걸쳐 다양하고 전문화된 학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크 리스트는 초이스 과정과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님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MCPS는 전 학년에 걸쳐 다양하고 전문화된 높은 수준의 학업 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후원 학교에서만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교육구 내의 모든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일반 입학 기준과 다른 
지원과정이 있습니다. 체크 리스트는 초이스 과정과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님을 위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Choice 과정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웹사이트를 봅시다. 

 
North East Consortium 
Downcounty Consortium 
중학교 메그넷 연합학군 
초, 중, 고등학교 지원 프로그램 

 
 Northeast Consortium(NEC)과 Downcounty Consortium(DCC) 또는 중학교 
초이스 프로그램(Middle School Magnet Consortium-MSMC)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번 달에 있는 오픈하우스에 참석합시다. 여러 초등학교에서의 
초등학교 영재 프로그램(Centers for the Highly Gifted)과 Roberto Clemente, 
Eastern, Takoma Park 중학교 그리고 Montgomery Blair, Richard Montgomery 
and Poolesville 고등학교의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정보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소와 시간을 확인합시다. 

 
 자녀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결정했다면 지원서를 작성한 후, 마감일인 11월 

7 일(금)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가 연합학군에 해당될 경우는 초이스 
양식이 10월 중순에 배달됩니다. 
 

 질문 및 의견은? 자세한 안내는 특별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보시거나 전화 
문의(301-592-2040)합시다.   

  



Montgomery 페스티벌에 오세요!  
Westfield Wheaton Mall에서 10월 19일에 있는 World of Montgomery Festival에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Montgomery County 와 Washington, D.C.의 문화유산을 축하 
합시다. 
 
Montgomery 국제 페스티벌은 Montgomery county 와 Washington D.C. 전역의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고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페스티벌은 Westfield Wheaton 
Plaza Mall  파킹장(메트로 역 옆)에서 10월 19일(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개최 
됩니다. 
 
Fund for Montgomery의 후원과 KID Museum의 주최로 이루어지는 무료 페스트발 
에는 인터내셔널 마을, 전통적인 외국 음식을 쉐프가 직접 시연하는 지구촌 키친, 
수공예품 시장, 문화 퍼레이드, 전통적인 춤과 음악을 선보일 두 개의 공연 무대, 
공공편의 시설 연결, 전통적 예술 전시, 가족 전체를 위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www.worldofmontgomery.com를 봅시다. 
 
 
Trades Foundation이 자동차 기부를 기다립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며 기부를 생각하는 차가 있으십니까? Montgomery County 
Students Automotive Trades Foundation (ATF)는 자동차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Students Automotive Trades Foundation (ATF)는 자동차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부는 약 350 명의 고등학생이 중고차를 분석하고 
고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ATF는 자동차 관리, 수리, 판매와 마케팅에 대한 
실전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자동차교육을 육성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위한 자동차 기부는 Damascus, Gaithersburg, Seneca Valley 고등학교 및 
Thomas Edison High School of Technology 에서 받고 있습니다. 기부는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ATF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웹사이트 위의 Donate Your Car 탭을 
클릭하시거나 Mike Snyder 씨(전화:301-929-2164)에게 문의합시다.  
 
 
  



MCPS 뉴스  
 
MCPS에 관한 최신 보도자료, 뉴스 제목, 그리고  비디오 이야기를 확인합시다. 
 
몇 분 정도 시간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있는 MCPS에 관한 최근 뉴스 
제목, 비디오, 보도자료를 꼭 확인해봅시다. 
 
 
비디오  
MCPS의 "걸어서 학교 가기"의 날 행사 
NAACP 학부모회 첫 회 모임 
2014년 졸업반이 이룬 우수한 SAT 점수 
 
 
MCPS 뉴스 
 "걸어서 학교 가기"의 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 
Luxmanor 초등학교의 걷기와 상금 
MCPS 졸업생들 SAT에서 메릴랜드 주와 전국에서 높은 수준을 기록 
Montgomery 히스패닉과 미국계 흑인 학생들의 SAT 점수 상승 
Montgomery 히스패닉계 등록 증가 
Cashell 초등학교가 National Blue Ribbon School로 선정 
 
 
보도자료 
Cashell 초등학교가 2014년도 National Blue Ribbon School로 선정되었습니다 
MCPS 2014 졸업반의 SAT 점수가 올랐습니다 
교육위원회가 메릴랜드 주에게 새 시험을 위해 졸업요건 충족 연기를 신청했습 
니다 
 
 
멋진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직원  
 
Cashell 초등학교가 U.S. Department of Education가 선정하는 2014년도 전국 블루 
리본 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최근에 Wheel of Fortune에서 100만 달러를 받게 된 Takoma Park 중학교의 우수한 
교사인 Sarah Manchester 선생님을 만나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