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9월 제 2호 퀵노트 뉴스레터 
 
무료 숙제 핫라인이 준비되었습니다. 
 
제 29회 Homework Hotline Live(HHL)이 돌아왔습니다. 숙제 핫라인은 유치원부터 
12 학년 학생의 숙제를 MCPS 교사가 도와주는 무료 방송입니다. 학생은  HHL 
교사에게 전화로 오후 4시-6시에 또는 온라인으로 화, 수, 목 4시-9시 및 월 6시-
9시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HHL에 숙제를 문의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숙제에 대한 질문 방법:  
 

 301-279-3234로 전화를 합니다. 
 HHL 웹사이트(AskHHL.org)를 방문하여 질문을 접수합니다. 
 텍스트 메시지로 질문합니다.: 724-427-5445 
 question@AskHHL.org로 이메일합니다. 
 페이스북를 통해 질문을 합니다. (facebook.com/AskHHL) 
 Kik 메시지를 AskHHL로 보냅니다. 
 Instagram(Ask HHL)에 질문을 올립니다. 

 
HHL은 화, 수, 목 오후 4시-9시에 TV 생방송으로 답해 줍니다. 그 외 시간에 접수 
되는 질문은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로 답해 줍니다. 
 
HHL은 MCPS-TV(Comcast 34, Verizon 36, RCN 89)와 MCPS 웹사이트를 통해 시청 
할 수 있습니다. www.AskHHL.org 
 
학부모님과 학생은 트위터 @AskHHL를 통해 최신 HHL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HHL 웹사이트 
 
 
  



숙제: 부모가 어떻게 숙제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숙제는 학생들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복습하고 배운 내용을 습득하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자녀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숙제를 도와준다는 것은 쉬은 일이 아닙니다. 교사, 학생, 부모님이 서로 
협력하고 연락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다음 학부모 체크리스트는 자녀가 좋은 
학습 습관을 들이고 숙제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힌트를 제공합니다. 
 
 부모님이 교육과 과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줍시다. 
숙제를 하는 시간과 자녀의 목표를 정하고 집중할 수 있는 장소 를 제공하며 
숙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줍시다. 
 

 길잡이가 됩시다. 자녀의 숙제를 직접 해주지 말고 지도를 해줍시다.  
자녀에게 관리를 잘하여 앞으로 제출해야 할 과제물을 확인하고 과제를 
마무리 하기 위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칩시다. 연습 문제 
를 주고 아이들의 작거나 큰 성취를 칭찬해줍시다. 
 

 MCPS 에서 제공하는 무료 숙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알려줍시다.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자료와 설명은 이곳을 봅시다. 
 

 자녀의 교사와 함께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교사와의 계속적인 연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가 심각해 
지기 전에 자녀의 문제 점에 대해 교사와 상의합시다. 교사 면담에 꼭 
참석하고 자녀의 진도를 알려주는 학교 오픈하우스에 참석합시다. 자녀가 
숙제나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어려워할 경우, 교사와 면담을 요청하여 
문제해결방법을 상의합시다.  
 

 Edline 을 통해 자녀의 진도를 확인합시다. Edline 은 중고등학생 학부모님 
들이 자녀의 성적을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입니다. 교사와의 이메일 교환 기능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Edline 계좌 
개설과 사용에 대한 문의는 자녀 학교에 연락합시다.  
 

숙제 자료 
 

토요 학교가 학생들의 성공을 도와드립니다.  
 
George B. Thomas, Sr. Learning Academy가 운영하는 2014-2015학년도 토요학교가 
9 월 20 일 개강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낮은 수강료로 운영되는 개인교습과 



멘토제공 프로그램으로 학습시간을 늘려주며 MCPS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주요 
학습과목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업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Montgomery County 내 12개 학교 중 하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9월 
20 일부터 5 월 2 일까지입니다. 등록비는 Free and Reduced-price Meals 
(FARMS무료/ 할인 학교 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은 30불, 일반 학생은 50불입니다.  
 
George B. Thomas, Sr. Learning Academy 
 

고등학교 재정보조 워크숍 
 
대학에 대해 궁금하고 어떻게 등록금을 내어야 하는지 걱정이 되신다면 올 가을 
MCPS 여러 고등학교에서 개최되는 무료 재정보조 워크숍에 참석합시다. 학부모와 
학생은 재정보조가 무엇이며 어떤 재정적 도움이 가능하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는 배우게 됩니다. 첫 워크숍은 10월 7일(화) Springbrook High School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문의합시다.  
 

불링/왕따를 주제로 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 불링/왕따 타운홀 미팅은 9 월 28 일(일) 오후 2 시-5 시 Silver Spring 에서 
개최됩니다. 이 무료 행사는 사이버 불링, 예방, 불링/왕따 피해자가 된 아이들과 
불링/왕따의 징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이 프로그램, 학교에서의 불링/왕따는 Montgomery County Office of Human 
Rights 와 Montgomery College 이 후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프로그램 
입니다.  
 
기조 연설은 저명한 청소년 대변인인 Johnnie Williams III 씨입니다. 참석자는 
불링/왕따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전문가에게 질문을 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 행사는 Silver Spring Civic Center(1 Veterans Place, Silver Spring)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Committee on Hate Violence(전화:240-777-8454)으로 문의합시다.  
 

10월 13일에 있는  학교 오픈 하우스 
 
시간을 비워둡시다! 모든 MCPS 학교는 콜럼버스 날인 10월 13일(월), 학부모님이 
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 오픈하우스를 개최합니다. 참관수업일인 이 오픈하우스는 
자녀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며 학교 교직원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자녀의 학교에 문의합시다. 



MCPS 뉴스 
 
몇 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MCPS 에 관한 최근 뉴스 제목, 
비디오, 보도자료를 꼭 확인합시다.  
 
비디오  
수백 명이 참여한 Greencastle 초등학교의 Family Market Day 
학생들의 성공-MCPS 와 Montgomery County Recreation Department and the 
Collaboration Council와의 협업 파트너십 
 
MCPS 뉴스 
물밀듯 증가한 새 학생수를 수용하기 위한 Montgomery 카운티 학교의 새 공간 
새 테크놀로지와 함께 개학한 Rosa Parks 중학교 
자폐 아동을 돕는 Silver Diner 
환경 향상 이상의 것을 행한 Tilden 중학교 그린팀 
올해의 교사 주 최종 후보로 뽑힌 중학교 교사 
새 학사 연도에 새로운 시대를 연 학교 안전측정 규정 
 
보도자료 
133명의 MCPS 학생이 National Merit Semifinalists가 되었습니다. 
John Poole 중학교 선생님이 MCPS 올해의 교사로 뽑혔습니다. 
 
기타 이야기 
올해의 떠오르는 별 교사로 뽑힌 Deborah Yun 선생님을 만나봅시다. 
 

갱신된 학생 훈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는  Policy JGA, Student Discipline의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듣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주 규정에 따르고 또한 안전하고 긍정적이며 존중 
하는 학습환경을 제공하며 학생의 참여와 성취를 높이며 학생의 옳지 못한 행동을 
사전에 에방하는 것이라는 교육위원회의 헌신을 확실히 하기 위해 새롭게 
갱신되었습니다. 
Policy JGA 의 재검토는 또한, U.S. Department of Education 와 U.S. Department of 
Justice가 최근에 발표한 훈육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입니다. 
 
정책 초안의 사본은 MCPS 웹사이트에서 보시거나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and Web Services(전화번호:301-279-3391)를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서면으로 다음 주소로 우송하거나 (주소: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Schools, 850 Hungerford Drive, Room 122 Rockville, Maryland 
20850) 교육위원회로 이메일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교육위원회와 교육감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잊지 맙시다… 
 
여름방학 동안 학생 봉사학습시간을 이수한 학생은 MCPS Form 560-51, Student 
Service Learning Activity Verification 을 9 월 26 일 (금)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봉사학습시간은 첫 학기 성적표에 적용됩니다. 
 
봉사기관에 대한 사전인가를 받은 학생은 인가서인 MCPS Form 560-50 을 함께 
첨부하십시오. 질문이 있으십니까?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문지식을 학생과 학생 가족들과 나눔으로 MCPS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습니다. 커리어 데이에서의 봉사활동부터 현장학습, 
인턴십 제공까지, 여러분은 실습 학습을 현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Connection Resource Bank에 오늘 연락합시다!  
 
제 1회 특수교육 자문위원회 모임이 2014년 9월 18일(목) 오후 7시-9시에 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 에 있는 대강당(auditorium)에서 개최됩니다. (주소:850 
Hungerford Drive, Rockville)  특수교육 학부모님의 참여를 적극 추천합니다.  탁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멋진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직원  
 
MCP 올해의 교사로 뽑힌, Jane Lindsay 선생님에게 축하를 보내며 Maryland 주 
올해의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