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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S 웹사이트를 새롭게 단장하고  휴대폰 앱을 출시합니다 
 

MCPS 는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님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새롭게 디자인한 웹사이트를 선보였습니다. 

MCPS는 교육구 웹사이트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현대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재단장하였습니다.  MCPS 는  또한  정보와  뉴스를 

원터치로 찾을 수 있는 무료 휴대전화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앱은  iPhone과 

Android 기반 휴대전화에 설치할 수 있으며 Amazon 앱 스토어를 통해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앱의 향상은 사용자의 사용 후 의견과 웹사이트 디자인과 기관에 최적인지의 여부  

그리고 MCPS 웹사이트를 사용자가 어떻게 접속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학사연도 기간에 MCPS 웹사이트는 일주일에 평균  170만 회 

조회되며 휴대전화를 이용한 접속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휴대전화로 MCPS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은 40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MCPS는 어떤 기기로 우리 웹사이트에 접속하는지를 알려주고 적절 

하게  적용하는  웹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컴퓨터로  보는 

교육청  웹사이트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볼  경우와  다르지만  그  내용은 

같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향상된  웹사이트는  색이  선명하고  현대적이며  사진과  그림을  더  많이 

링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각 페이지에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웹디자인에서 현행 최신식 타일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일은 수백 

페이지의 웹사이트에 적용되며 앞으로 만들어지는 새 페이지에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새 웹사이트에 대한 짧은 비디오를 시청해 봅시다 



학교에서 강조하는 도보등교 안전 
 

MCPS는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과 함께 학생 도보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입니다(You Only Live Once‐YOLO)’는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 시의 위험요소에 대해 알리기 위해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YOLO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든  MCPS 

고등학교는 안전한 보행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포함한 툴킷을 받게 됩니다.  
 

MCPS 학부모님은 보행 시의 안전 특히 안전거리 유지와 길을 건널 때 휴대전화나 

게임 등의 전자기기를 보지 않고 건너기 등에 대해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자녀들의 안전 지키기에 동참합시다. 
 

YOLO  캠페인에  관한  안내와  다양한  자료는  온라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safety  
 

학생의 안전은 MCPS와 Montgomery County Police Department이 항상 중점을 두고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으로  학생이  타고  내리는  학교  스쿨버스  주변을  지나는 

자동차는 무조건 서서 승하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일부 MCPS 학교 

버스는 스쿨버스 옆을 지나가는 모든 자동차를 찍기 위한 자동 카메라를 이미 

정착하였습니다. 스쿨버스가 학생을 태우고 내릴 때 스쿨버스 옆을 지나갈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는 차량을 카메라가 잡게 되며  125불의 벌금이 차주인에게 

부과됩니다.   이 카메라는 카운티 내 모든 곳의 스쿨버스에 장착됩니다.   주위에도 

소식을  전해주세요.  함께  MCPS  스쿨버스를  타는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나아갑시다. 

PSA 시청 

 

옵션‐학부모님을 위한 온라인 자료 
 

2014‐2015 옵션(Options)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우리  (MCPS) 교육구 내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거주지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에게  열려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관심과 동기를 기반으로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옵션  ‘책자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운티의 교육 프로그램이 모두 실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는 다음 질문을 사용해 자녀들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 아이에게 최선의 교육환경은 어떤 것일까? 

 이 책자에 적힌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의 필요와 적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이 있는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을 알아보았는가?  

이  안내서의  한국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번역판이  온라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연례 지역사회 봉사의 날 행사에 참여합시다. 
 

Montgomery County 28회 연례 지역사회봉사 주간은 10월 18일부터 26일입니다.  

MCPS  학생은  PTA 과  함께  또는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들이  준비한  봉사활동 

프로젝트에 참여합시다.  
 

학교에서 청소 또는 조경을 돕거나 학습 박람회에서 봉사하기, 홈리스를 위한 걷기 

대회에 참석하기 등 학생들이 자신의 열정과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의 봉사활동을 

계획합시다. 이는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온라인Montgomeryserves.org에 계획한 프로젝트를 올리거나 자원봉사활동에 등 

록할  수  있습니다.  참가하는  학생은  학생  봉사학습활동시간(SSL)  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NAACP 학부모회 첫 회 모임이 있습니다. 
 

NAACP  학부모회  회의가  10 월  6 일(월)  오후  5 시에서  8 시  30 분에  Richard 

Montgomery  High  School에서 있습니다. 이 행사에 학부모와 함께 MCPS 학생과 

학교장이  참석하여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학부모의  참여와  연결성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참석자는 준비된 4개 세션(공공 안전/학생훈육, 학업을 방해하는 요소와 사회성과 

정서교육, 학부모와 지역사회간의 연계, 과학기술    4개로 나누어진 세션) 중에서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리소스 페어가 함께 진행됩니다. 

등록은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10월 2일(목)입니다.  

 



학생들의 리더십과 서비스의 기회(Leadership and Service Opportunities) 
 

Maryland  Student  Page  program은  Annapolis에서 개최되는  2015년도  Maryland 

주의회(1월‐4월)에 참석할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16세 이상의 

Maryland 주 학교 졸업반 학생만이 지원가능합니다. Page 프로그램은 주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 사무실에 배치되며  13주간 매일  55불을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지원 마감은 10월 24일(금) 오후 4시까지입니다. 지원서는 MCPS Office of Student 

Affairs 웹사이트를 봅시다.  
 

지원서는  Katie  Rossini씨에게 보내주십시오.  (주소:  12900 Middlebrook  Road,  3rd 
Floor West, Germantown, MD 20874)  

 

학생이 재정비한 컴퓨터를 비영리단체에 기증합니다. 
 

Montgomery  County  Students  Information  Technology  Foundation,  Inc.  (ITF)는 

Montgomery  County 의  비영리단체에게  학생들이  재정비한  컴퓨터  렙을  기증 

할려고 합니다. 이 렙에는 운영체제, 평면 LCD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와 프린트를 

포함한 6대의 재정비된 컴퓨터가 포함됩니다. 
 

비영리단체를 위한 기부자 지원서는  10월  3일(금)이며 지원서는  ITF 웹사이트와 

페이스북(foundationsfb.org)에서  찾아보거나  Kelly  Johnson(301‐929‐2197)씨에게 

문의합시다.  
 

작성한 지원서는  ITF의 Kelly  Johnson씨 앞(Attention: Kelly  Johnson)으로 우편, 301‐

929‐2192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합시다.  (주소: 12501 Dalewood Dr., Room 1116, 

Silver  Spring, MD,  20906)   기증행사는  11월  20일(목)  Clarksburg  High  School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ITF 는  Montgomery  County  비즈니스  및  전문가  단체와  MCPS 가  만든  비영리 

단체입니다. 프로젝트는  ITF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작동하고 수리할 기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MCPS 뉴스  
 

몇 분 정도 시간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MCPS에 관한 최근 뉴스 제목, 비디오, 

보도자료를 꼭 확인해봅시다.  
 



비디오  

올해의 교감으로 뽑힌 Dyan Harrison 교감 선생님 

카운티의 "올해의 교육자"로 선정된 Einstein 고등학교 선생님 

학생들의 제헌절(Constitution Day) 축하행사 

아침을 올바로 시작하자는 캠페인 Day Right 시작 

도보등교의 안전을 촉진하는 학교 
 

MCPS 뉴스 

Montgomery schools가 새롭게 사용하는 학생의 학습과 졸업 등의 장애요소 징조를 

찾아내는 새 도구 

Blair 고등학교 물리에서 두 개의 은메달 수상   

Broad Acres 초등학교가 전임 교장 선생님을 기리며 이름을 바꿉니다. 

학생 경찰(Kid Cop)을 만나봅시다. 

Takoma Park 중학교의 100만 달러를 받게 된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SCUP 컨퍼런스의 기록적인 참가자 수 

Maryland 주가  아침식사하기  캠페인에  더  많은  학생을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 

시작하는 새로운 시도 

60명의 라틴계 학생이 대학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보도자료 

17명이 National Achievement Scholarship 세미 파이널 진출 

MCPS 웹사이트를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새로운 휴대폰 앱  

Broad  Acres  초등학교가  전임  교장  선생님  JoAnn  Leleck 씨을  기리며  이름을 

바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