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을 계획합시다. 

 

Montgomery County 교육 위원회는 2014-2015 년도 학사일정을 승인하였습니다. 

 

학교는 8 월 25 일(월)에 개학하며 6 월 12 일(금)에 종강합니다. 봄방학은 4 월 6 일에서 

10 일까지입니다.  

 

학사일정은 MCPS 웹사이트에서 프린트하실 수 있습니다. 학사일정은 영어와 함께 

한국어, 암하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베트남어로의 번역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사일정은 Montgomery County Council of PTAs, 세 개의 교육노동조합, Montgomery 

County Region of the Maryland Association of Student Councils 그리고 지역사회원과 교육구 

지도부가 함께 참여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새 학년도의 중요한 일정을 이곳에서 확인합시다. 

 

교육감의 제 2 차 MCPS 교육구와 학교의 현주소 

 

750 명 이상이 11 월 11 일 Joshua Starr 교육감과 함께 Music Center at Strathmore 에서 

2 번째로 개최되는 우리 교육구와 학교의 현주소를 알리는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재능있는 MCPS 학생들의 실력을 함께 보고,모든 학생이 21 세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Starr 박사의교육구 비젼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표 전, 참석한 손님들은 실력있는 MCPS 학생으로 구성된 연주, 합창, 춤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학생들의 작품을 관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39 MCPS 학교에서 100 명 

이상의 학생이 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2013 우리 교육구와 학교의 현주소’는 Strathmore 와 Glenstone 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후원은 기관과 MCPS 와의 계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2005 년 Strathmore 뮤직센터가 개관한 이래, National 필하모닉과 

MCPS 학생들이 매해 함께하는 Strathmore 학생 콘서트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으며 

Glenstone 은 2011 년부터 우리 교육구와 협력하여 몇백 명의 MCPS 교사와 학생을 

초대하여 미국에서 제일 주목받는 현대 미술 컬렉션 일부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info/calendars/future/


2013 년 우리 교육구와 학교의 현주소 행사는 또한 Pepco, International Baccalaureate, 

Comcast, Hess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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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진학률을 높이고 대학수료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ACES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행사 비디오와 사진이 우리 교육구와 학교의 현주소 웹사이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17 억 4 천만 불의 캐피털 향상 프로그램을 승인하였습니다. 

 

Montgomery County 교육 위원회는 17 억 4 천만 달러의 MCPS 의 학생 등록수 증가와 

노후된 시설의 보수 및 유지를 위한 건설 계획에 자금을 충당하게 될 6 년 캐피탈 향상 

프로그램(CIP)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요청에는 14 개의 새 교실 추가 프로젝트와 학교의 

학생수 증가에 따른 예정되어 있던 건물 증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년 CIP 중 2015 

학사연도 캐피탈 향상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신청은 2 억 5,160 만 불입니다.  

 

수용인원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 즉 새로운 학교와 교실 추가 등과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을 보수하고 증축하는 활성화/연장 프로젝트, 기반 시설 향상과 과학기술 4 가지 

일반 분야에의 투자를 포함한 CIP 6 년 계획을 2 년마다 새롭게 승인받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CIP 요청은 현재 CIP(2013-2018 회계연도) 보다 376,500 만불 인상한 

금액입니다만 실제로는 우리 교육구의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많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이 중 220 만 불은 교육구의 건물 제반기기, 기초토대, 과학기술의 필요에 사용됩니다. 

 

교육위원회 CIP 요청은 그 후 카운티 군수와 카운티 의회에 심사를 위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Montgomery County 군수는 MCPS 를 포함한 카운티 CIP 결정사항을 1 월에 

발표하게 됩니다. 교육위원회는 봄에 CIP 요청을 고려하게 됩니다.  

 

Joshua P. Starr 교육감은 15 억 5 천불의 CIP 요청을 10 월 28 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구의 필요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CIP 에게 교육감이 제안한 

금액보다 1 억 9260 만불 높은 금액을 요청하였습니다.   

 

CIP 공청회가 11 월 11 일과 14 일에 주제에 관심있는 수백 명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원과 함께 있었습니다. 장소의 부족만이 아니라 노후된 건물과 시설 교체의 

필요성에 관한 증언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세한 안내 

 

http://www.acesmontgomery.org/
http://www.mcpsstateoftheschools.org/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press/index.aspx?page=showrelease&id=3433


길을 걷자!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는 고등학생들에게 보행자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는 ‘길을 걷자!’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카운티는 고등학교에서의 

보행자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적용하는 고등학생 팀에게 2,000 불을 

상금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는 보도에 그림 그리기, 포스터와 다른 안내물을 만들어서 

나누어주기, 학교 전체 회의 갖기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그랜트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팀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야 하며 한 명 이상의 

교사나 교직원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2014 년 4월 30 일까지 

개발 및 적용해야 합니다.  지원서는 12 월 16 일(월) 오후 5 시까지 이메일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메일: (walkyourway@montgomerycountymd.gov, 주소:101 Monroe 

Street, 10th floor, Rockville)  

 

자세한 안내는 Nadji Kirby 또는 Alex Cohen(walkyourway@montgomerycountymd.gov) 

이메일하거나 이곳을 클릭합시다. 
 

MLK 와 Gaithersburg 책 페스티벌 문학 경연대회가 MCPS 학생들에게 열려있습니다. 

 

MCPS 학생은 다음 문학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014 MLK 문학 대회와 시각 미술 전시회 
 

Dr. Martin Luther King, Jr 문학 경연대회와 시각 미술 전시회에 모든 학년 학생의 참가를 

기다립니다. 2014 년 주제는 "유지를 기억합시다: 유지를 기리고, 섬기며 기억 

합시다."입니다. 에세이와 그림 작품은 Dr. King 의 삶과 성취, 염원을 이해하고 표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 

 

지원 마감일은 12 월 6 일(금) 오후 5 시입니다.  

 

대회는 Dr. Martin Luther King, Jr Commemorative Committee, Gaithersburg 시와 Gazette 
신문의 후원입니다.  

 

Gaithersburg 북 페스티벌  
 
Gaithersburg Book Festival 은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9-12 학년) 

을 위한 단편소설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단편 소설은 1,000 자 이내로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세 가지 첫 문장 중 하나로 시작하는 글이어야 합니다. 모든 지원자는 2014 년 

2 월 21 일까지 Microsoft Word 문서로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1, 2, 3 등은 

2014 년 5 월 17 일(토) 북페스티벌에서 발표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Gaithersburg Book Festival  웹사이트를 봅시다.  

mailto:walkyourway@montgomerycountymd.gov
mailto:walkyourway@montgomerycountymd.gov
http://montgomerycountymd.gov/dot-pedsafety/SRTS/WalkYourWay.html
http://news.montgomeryschoolsmd.org/wp-content/uploads/2013/11/MLK-literary-contest-flyer.pdf
http://gaithersburgbookfestival.org/gbf-programs/short-story-contest/
http://gaithersburgbookfestival.org/gbf-programs/short-story-contest/


 

잊지 맙시다… 

 

첫 성적산출 기간에 봉사한 학습봉사시간에 대한 서류는 1 월 3 일(금)까지 SSL 

담당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은 MCPS 양식 560-51:Student Service 

Learning Activity Verification 을 사용하여 봉사시간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 봉사 

학습활동시간(SSL) 프로그램과 졸업 요건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SSL 웹사이트를 

봅시다. 

 

또한... 

 

이웃과 이웃 
이웃과 이웃(Neighbor to Neighbor-N2N)의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MCPS 의 

예산안과 벨타임에 관한 N2N 토론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Neighbor to Neighbor 웹사이트를 봅시다.  

 

벨타임에 대한 커뮤니티 토론회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MCPS)는 다음 몇 달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수업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 변경 즉 벨타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수렴 

방법에는 커뮤니티 토론회 초점 집단과 설문조사, 개별 안건연구와 의견 제공 방법인 

"이웃과 이웃"이 포함됩니다.  

 

토론회에서 여러분은 교육감 Joshua Starr 박사가 제안한 고등학교는 50 분 늦게, 

중학교는 10 분 빨리 그리고 초등학교는 수업시간을 30 분 연장하자고 제의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나눌 기회가 제공됩니다. 제 1 차 커뮤니티 토론회가 10월 28 일(월)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 세 번 있을 커뮤니티 토론회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2 월 16 일(월)  :Richard Montgomery High School (250 Richard Montgomery Drive, 

Rockville) 

 

1 월 6 일(월): Seneca Valley High School (19401 Crystal Rock Drive, Germantown) 

 

2 월 10 일(월): Montgomery Blair High School (51 University Blvd., East, Silver Spring) 

 

모든 토론회는 오후 7 시-8 시 30 분이며 무료 탁아 서비스(4 시 이상)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안내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orms/560-51.shtm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orms/560-51.shtm
http://www.mcpsssl.org/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info/neighbor-to-neighbor/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info/belltimesworkgroup/index.aspx


Montgomery County Recreation 안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레크리에이션과 공원에서의 활동 프로그램(Recreation and Parks 

Programs) 안내책자의 겨울 판이 나왔습니다. 활동 프로그램의 자리가 빨리 채워집니다. 

Montgomery County 에 거주하는 여러분, 가능한 한 등록을 서두릅시다. 안내책자에는 

수영, 아트, 공작, 운동, 댄스를 포함한 몇 백 종류의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안내가 

담겨있습니다.  

 

Department of Recreation 웹사이트 Department of Recreation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리스트를 봅시다. 코스 게시판의 출력한 사본이 각 레크레이션 센터, 공원, 

정부건물과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40-777-6840 으로 합시다.  

 

http://www6.montgomerycountymd.gov/rectmpl.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