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학년을 멋지게 시작합시다! 

8 월 26 일(월)부터 MCPS 가 기록적인 학생 수로 2013-2014 학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2012-2013 학사연도에 2,300 명 증가한 151,000 명 이상의 학생이 우리 교육구의 

202 개 학교에 등록하였습니다. 과거 5 년 동안 등록 학생 수는 10,000 명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8-2019 년도에는 등록학생 수는 159,000 명이 넘게 등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CPS 는 38 명의 새 교장 선생님과 800 명의 새 선생님을 모시고 새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육구는 학생들에게 21 세기에서의 성공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집중하여 

가르치며모든 교습을 새로운 교육구 전략계획 프레임워크인 우리의 미래를 함께 

구축합시다에 초점을 두어 맞추어 나아갈 것입니다.  

학부모와 학생 여러분을 월요일에 있는 첫 등교일 사진 모집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MCPS 는 지금까지 100 개 이상의 사진을 받았으며 이곳을 통해 첫 등교일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학일인 월요일 이전에, 7,000 명 이상의 학생과 학생 가족이 Rockville 에 있는 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 에서 8 월 24 일에 개최된 백투스쿨 페어에 참석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MCPS 교직원에게 학교와 교육구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우시고 지역사회 

자료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셨습니다. 학생과 지역사회 팀의 연주와 무료 건강 검진, 

아이를 위한 엔터테이먼트와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백투스쿨 페어 하이라이트를 MCPS Moment 에서 봅시다.  

 

다섯 가지 질문...미국의 가장 희망을 주는 교사(Most Hopeful Teacher)인 Mary 

Hawkins-Jones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Westover 초등학교 5 학년 선생님이신 Mary Hawkins-Jones 선생님은 Gallup, Inc., 

and Atria books 에서 가장 희망을 주는 교사(Most Hopeful Teacher)로 뽑히셨습니다. 

http://www.flickr.com/photos/96892114@N05/sets/72157635184939543/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mainstory/story.aspx?id=317633


MCPS 퀵노트는 Hawkins-Jones 선생님과 교사로서의 열정과 희망이 주는 힘에 대한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교사가 되고 싶으셨습니까? 

제가 12 살이 된 해부터예요. 제 어머니는 사람들의 집을 청소하시는 일을 하셨었어요. 

여름이 되면 저는 어머니와 함께 청소를 하러 다녔죠. 청소를 해주는 집 중 Susie 라는 

2-3 살짜리 아이가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댁 아주머니가 저에게 Susie 한테 

알파벳과 숫자, 색을 가르치면 어떻겠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Susie 와 함께 놀면서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쳤어요. 2 년 후 제 어머니는 저에게 교회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면 

어떻겠냐고 물으셨죠. 그러시고는 전에 제가 Susie 를 가르쳤던 것과 제가 얼마나 

잘했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게 울러 펴졌어요. 

제 가족, 제 부모님은 제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든 저를 독려하셨어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라고 하셨죠. 한계가 무엇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교사로서 제일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점은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모든 직업, 지금은 아직 

없을 수도 있는 직업을 준비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와 현재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으며 학습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미래는 멋질 것이기 때문이죠. 학년 말이 되면 저는 제 미래를 

보며 웃음을 지을 수 있습니다. 

왜 희망은 영감을 주고 교육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 줄 수 있다면 미래에 우리 학생들이 

다시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로서의 첫해에 저는 Prince George 카운티 

Langley Park McCormick 초등학교에서 Cristina Ulrich(2012 년 MCPS 교사상 수상)를 

가르쳤습니다. Cristina 는 지금 우수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미래를 위해 

작은 역할을 된 것을 알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제가 모르는 

크리스티나의 학생들의 삶에 작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에 끊임없는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희망의 파급효과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까? 

모범과 연습이 희망을 심어주는 열쇠입니다. 부모님은 어떤 문제에도 한 가지 이상의 

문제해결방법이 있음을 자녀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눕시다. 자녀들의 목표, 꿈에 대해 



물어보시고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 

부모님은 교육에 가치를 두셨습니다. 제 부모님은 교육은 저의 희망과 꿈을 이루는 

열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바라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모든 학생이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여 모든 노력이라는 배에 승선하는 

것입니다. 

Mary Hawkins-Jones 선생님의 MCPS Moment 시청 

 

학교의 안전유지를 도웁시다. 

여러분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위해 공헌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공하는 작은 정보로 청소년 범죄, 약물, 알코올 남용, 갱 문제 등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MCPS 에는 협박이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보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밀을 보장하는 Safe Schools Hotline(안전한 학교 

핫라인)이 있습니다. 하루 24 시간/7 일 연결되는 비상전화로 전화합시다. 

의심스럽거나 수상한 일을 듣거나 본 학생은 Text-a-Tip to 274637 (CRIMES)로 보고 

합시다. 

학부모님 여러분께 MCPS 안전수칙에 대해 설명한 안전과 보안 웹사이트를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웹사이트 비디오는 락다운(행동 제재), 이바큐에이트(대피) 그리고 

셸터(보호)를 포함한 학교에서의 안전수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사이버 안전, 

비상준비대책 외에 다양한 학교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CPS 는 또한 학교 공공건물, 학교 통학버스, 학교 후원 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생들에 

대한 모든 집단 따돌림/괴롭힘, 희롱, 협박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신고 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왕따는 언어 행위, 신체적 행위, 서면으로의 행위(전자기기를 통한 

텍스트/문자 메시지 등을 포함)를 말하며 학생, 학부모, 가까운 친척이나 교직원이 이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희롱 및 협박 행위 및 집단 따돌림/괴롭힘 

보고양식(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porting Form)을 작성하시어 

학교장에게 제출합니다. 

 

 

 

http://bulletin.montgomeryschoolsmd.org/tv/westover-es-educator-is-the-most-hopeful-teacher-in-america/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ecurity/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orms/230-35.shtm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orms/230-35.shtm


학생지도력과 서비스의 기회 

MCPS Curriculum Advisory Assembly 와 Maryland Student Page program 은 

지원서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다양한 기회가 있는 Student Affairs 

웹사이트를 봅시다. 

 

MCPS 커리큘럼 자문위원회 

매해, Department of Student Affairs 는 부교육감 커리큘럼자문위원회 학생 임원 

자리에 지원할 우수한 학생을 모집합니다. 올해는 7 학년과 10 학년 학생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Curriculum Advisory Assembly 의 일 년 목표는: 

 커리큘럼, 교습, 시험,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의 의견과 피드백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커리큘럼, 교습, 평가에 관련된 연방, 주 정부 규정과 시스템 

우선순위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선발된 학생은 모든 모임에의 참석을 포함한 헌신이 요구됩니다. 회의 참석을 위한 

교통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학생은 이 Advisory Assembly 를 통해 학생봉사학습활동 시간(SSL)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와 지원은 이곳을 클릭합시다. 

Maryland Student Page 프로그램은 지원서를 접수받습니다. 

Maryland Student Page program 은 2014 년도 Maryland 주의회에 참석할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16 세 이상의 Maryland 주 학교 졸업반 학생만이 

지원가능합니다. Page 프로그램은 주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 사무실에 배치되며 

13 주간 매일 55 불을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마감일은 10 월 25 일(금) 오후 

4 시입니다. 지원서는 MCPS Office of Student Affairs 웹사이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원서는 Karen Crawford 씨(주소: 112900 Middlebrook Road, Germantown, MD 

20874)에게 보내주십시오. 자세한 안내는 이곳을 봅시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tudentaffairs/sao/opportunities/#curad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tudentaffairs/sao/opportunities/#curad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tudentaffairs/sao/opportunities/#curad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tudentaffairs/sao/page/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tudentaffairs/sao/page/


연합학군 뉴스 

Northeast(NEC)와 Downcounty(DCC) 연합학군 및 고등학교 지원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를 9 월과 10 월에 개최합니다. NEC 와 DCC 학군 

에 거주하는 8 학년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 선택, 연합학군 그리고 Choice 과정, 

학생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지원서는 각 학교와 

MCPS 웹사이트를 통해 받게 됩니다.  

10 월은 또한 Centers for the Highly Gifted(영재 프로그램)에의 지원을 원하는 3 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설명회도 개최됩니다. 지원서는 각 가정에 9 월에 우송되며 

웹사이트에 준비됩니다. 9 월과 10 월에는 5 학년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Middle 

School Magnet Consortium 과 중학교 지원프로그램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지원서가 

학교와 MCPS 웹사이트에 9 월 말에 준비됩니다. 

 

온라인 시험준비의 혜택을 누립시다. 

학생들은 무료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PSAT, SAT, ACT 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시험에 대한 설명, 문제 푸는 방법, 연습문제, 특정기술 검토와 연습문제를 

풀 수 있으며 자신의 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SAT 시험준비 

SAT 시험준비 

ACT 비시험준비 

가을 시험 일정: 

SAT 

 10 월 5 일 

 11 월 2 일 

 12 월 7 일 

 

ACT 

 9 월 21 일 

 10 월 26 일 

 12 월 14 일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curriculum/specialprograms/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curriculum/specialprograms/
http://www.collegeboard.com/student/testing/psat/prep.html
http://sat.collegeboard.org/practice/
http://www.actstudent.org/testprep/
http://sat.collegeboard.org/register/sat-us-dates;jsessionid=XLLsScSZhthdgGy1HTYHgTn7btHGKzDSH9jsbtmJsLsXpGLlKz5W!-918036226!-1357764535
http://www.actstudent.org/regist/dates.html#second


PSAT 

 10 월 16 일 

 10 월 19 일 

 

도서대출카드를 지금 만듭시다. 

9 월은 도서대출카드를 만드는 달입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Montgomery County 

Public Libraries (MCPL)는 모든 연령의 거주자 여러분께 도서카드가 여러분의 지갑, 

핸드백, 가방, 키체인에 달리는 제일 스마트한 카드임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이 카드는 

무료입니다. 

도서카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다양한 주제를 조사하거나 찾고 음악을 

듣고 새로운 언어와 새 기술을 배우고 연마하는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 www.montgomerycountymd.gov/library 를 보시고 근처의 

도서관을 방문하셔서 도서카드를 만듭시다. 9 월에 등록하시는 분께는 특별한 "감사" 

선물이 도착합니다. 

 

모든 아이들을 위한 달리기 행사 

Race for Every Child 는 Washington 지역의 아이들과 아이들 가족을 돕는 즐거운 

행사입니다. 행사는 특별한 아동 질환에 대한 의료진료 및 연구와 Children’s National 

Medical Center 를 통한 아동건강 예방과 건강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에 사용됩니다. 

달리고 걷는 Kids’ Dash 행사는 2013 년 10 월 5 일(토) Washington, D.C. 소재 

Freedom Plaza 에서 개최됩니다. 이 행사는 아침 7 시에 시작하여 오후 1 시에 마치게 

됩니다. 

참가자, 스폰서, 파트너는 소아계의 전문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으며 Children’s 

National Medical Center 에서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의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Race for Every Child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www.collegeboard.com/student/testing/psat/about.html
http://www.montgomerycountymd.gov/library
http://childrensnational.donordrive.com/index.cfm?fuseaction=donorDrive.event&eventID=502


Montgomery College 의 Rockville 캠퍼스에 주차공간이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Guide for Recreation and Parks 프로그램의 가을 판이 준비 

되었습니다. 활동 프로그램의 자리가 빨리 채워집니다. Montgomery County 에 

거주하는 여러분은 가능한 한 빨리 등록을 합시다. 안내책자에는 온 가족을 위한 몇백 

종류의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안내가 담겨있습니다. 수영, 창의 예술, 미술, 운동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다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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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ithersburg 시와 Rockville 시에서도 아이들과 성인을 위한 다양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Gaithersburg Parks, Recreation, and Culture 

 Rockville Recreation and Parks 

 

 

http://www6.montgomerycountymd.gov/rectmpl.asp?url=/content/rec/index.asp
http://www.gaithersburgmd.gov/poi/default.asp?POI_ID=84&TOC=107;84;
http://www.rockvillemd.gov/index.aspx?nid=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