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6일 퀵노트  

 

 

2017-2018 새 학년이 시작했습니다. 

 

MCPS 는 기록적인 학생 수와 함께 8 월 5 일(월)부터 2017-2018 학사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작년도인 2016-2017 학사 연도보다 2,300 명 증가한 161,000 명 

이상의 학생이 우리 교육구의 205개 학교에 등록하였습니다.  

 

교육구는 이번 학사연도에  1,000 명 가까운 새 교사와 130 명 이상의 새 서포팅 

전문가 그리고 26명의 새 관리자를 영입하였습니다. 

 

학생의 증가수에 따라 새롭게 Kensington에 개교한 Silver Creek 중학교에는 550명의 

6학년 7학년 학생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Traci Townsend 교장 선생님이 인도하는 

Silver Creek 중학교는 155,000 제곱피트의 부지에 11개의 테크놀로지, 컴포터,과학 

랩이 11개, 프로젝트룸 44개, 특수교육반 교실과 서포팅 공간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MCPS 는 Brown Station 초등학교, Wayside 초등학교, Wheaton Woods 초등학교의 

활성/확장 프로젝트와 Diamond 초등학교 증축을 포함한 네 가지 캐피털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추가로 새롭게 두 개의 양방 몰입교육 프로그램(스페인어와 영어)이 Brown Station 

초등학교와 Washington Grove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카운티 

전역의 8개의 학교(7개의 양방 몰입교육 프로그램 학교)와 함께 초등학생을 위한 

이중 문해와 이중 언어 교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개학을 맞이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첫 등교일 사진'을 모집하였습니다. 

MCPS가 받은 수백 장 이상의 첫 등교일 사진을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news.montgomeryschoolsmd.org/quicknotes/mcps-welcomes-26-new-principals/
https://www.flickr.com/photos/mcpsmd/sets/72157672132623501/


 

여러분 자녀의 숙제에 도움이 필요합니까? 무료 숙제 핫라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32년간 MCPS 교사의 Homework Hotline Live(HHL)를 통한 무료 숙제 도움의 

제공은 유치원생으로부터 12 학년까지의 무수히 많은 학생들을 도와 왔습니다. 

HHL 는 인터넷과 케이블 방송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일대일 숙제 도움을 

생방송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TV 를 통한 HHL 에서는 전화로 학생이 

질문을 하고 교사와 함께 문제를 풀고 들을 수 있습니다.  

2017-2018 HHL 시즌의 숙제 도움은 9월 6일에 온라인으로 시작합니다. TV에서의 

Homework Hotline Live는 9월 26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6시까지 MCPS-TV에서 

방영됩니다.  학생들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 시 30 분-6 시에 HHL 에 

전화하여 일대일 도움을 요청하거나 화요일부터 목요일 4시 30분-9시 및 월 6시-

9시에 질문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TV 방영 중에 들어오는 모든 질문은 

방송으로 답을 제공합니다. 그 외 시간에 접수되는 질문은 이메일로 답해 줍니다. 

새 학년도부터  Homework Hotline Live! (생방송, 숙제 핫라인!) 휴대전화 앱 

(애플/Apple iOS / 안드로이드/Android)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학생은 새  Homework 

Hotline Live 앱을 사용하여 HHL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단축 전화 

기능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거나 "Ask Us"에서 질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숙제 중의 질문하고 싶은 문제를 "Ask Us"에 사진을 찍어 올릴 수 

있습니다. HHL 앱은 또한 숙제를 도와주는 여러 도구와 링크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HHL에 숙제를 문의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화: 301-279-3234 

 웹사이트: AskHHL.org 

 생방송 과제/숙제 핫라인 앱 

 휴대전화 문자: 724-427-5445 (7244-ASK-HHL) 

 이메일: question@AskHHL.org 

 Snapchat: AskHHL 

 

MCPS-TV에서 Homework Hotline Live(HHL) 보기:, 9월 26일부터 화, 수, 목 4시 30분 

- 6시: 

https://itunes.apple.com/us/app/homework-hotline-live/id1208248758?mt=8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app.homeworkhotlinelive&hl=en
mailto:question@AskHHL.org


 Comcast 34 & 998 (HD) 

 Verizon Fios 36 

 RCN 89 & 1058 (HD) 

 AskHHL.org 

 YouTube (검색: AskHHL) 

 생방송 과제/숙제 핫라인 앱 

 

 

우리 학교의 안전유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에 공헌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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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하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MCPS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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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해 설명한 안전과 보안 웹사이트를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웹사이트 비디오는 락다운(행동 제재-lockdown), 이바큐에이트 

(대피-evacuation) 그리고 셸터(보호-shelter)를 포함한 학교에서의 안전수칙에  관해 

설명합니다. 또한 사이버 안전, 비상준비대책 외에 다양한 학교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 년에 MCPS 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의 인식, 

신고에 관한 교육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온라인 교육은 약 30분 정도 걸리며 MCPS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childabuseandneglect/.  

 

온라인 교육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대의 종류; 

 우리 학생들이 상처받을 만한 길들이기 행동 

 아동 학대나 방치가 의심될 때의 신고를 위한 MCPS 절차와 주 법의 요건 

 

현재는 정기적으로 학교를 돕는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아동 학대와 방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역 사회원 모두가 이 중요한 교육에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가끔 큰 행사를 돕거나 학교 교직원의 감독하에 일회성 행사를 돕는 자원봉사자들의 

https://www.youtube.com/homeworkhotlinelive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ecurity/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childabuseandneglect/


경우에는 현재 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는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자원봉사 활동의 예입니다:   

 

 MCPS 교직원이 감독하는 교실에서의 초대 낭독자와 강사 

 고등학교/대학교 입학담당자와 취업, 대학 박람회의 자원봉사자  

 학교 축하행사(퍼레이드 등)를 참관하거나 반에서의 파티를 도우러 온 

학부모/후견인 또는 친척 

 큰 행사에서 매점과 표 판매소에서 자원봉사하는 학부모/후견인 

 

온라인 트레이닝이 한국어와 함께, 암하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베트남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부모/후견인은 편의 제공의 필요로 인해 참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MCPS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Child Abuse and Neglect)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MCPS는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협력관계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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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에 대한 모든 집단 따돌림/괴롭힘, 희롱, 협박을 목격할 경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신고하도록 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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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합니다.  

 

 

 

한국 학생과 학부모님을 대상으로하는 대학 박람회가 9월 16일(토)에 있습니다. 

 

한국 학생과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대학 박람회가 9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버지니아 아난데일에 있는 Westminster School (3910 Gallows Road, 

Annandale, VA 22003)에서 있습니다. 올해 12년째로 동부와 서부에서 매해 개최하는 

이 대학 박람회는 대학과 입시에 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초대 강사인 

전 입학 사정관의 에세이 특강과 함께 표준화 시험 비교, 등의 세션별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으며, 각 대학 부스에는 재학생, 졸업생 및 대학관계자가 나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의 매력과 캠퍼스 생활 경험담, 입학정보 등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childabuseandneglect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childabuseandneglect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orms/230-35.shtm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orms/230-35.shtm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orms/230-35.shtm


자녀 성적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MCPS 는 더욱 정확한 학생진도와 성취평가의 제공을 위해 학부모님, 교사, 교육 

행정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등학교 성적표를 새롭게 갱신하였습니다. 갱신한 

성적표는 학생들이 배운 것을 잘 전달하고 학습기술과 학습습관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줍니다.  

 

갱신된 성적표는 점수 평가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2학년-5학년은 A, B, C, D를 사용합니다.  

 킨더가든 학생은 일 년에 4회(이전에는 2회)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과목 전체의 성적이 포함됩니다. (연말 평점과 각 성적 산출 기간의 측정된 

주제와 함께) 

 주요 학습능력/기술 항목이 추가됩니다.  

 

성적표와 성적채점과 성적 평가 절차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info/grading/report-cards.aspx.  

 

 

9월 9일부터 시작하여 5월 말에 끝나는 토요 학교에 관한 안내는 MCPS웹사이트 

한국어 사이트를 봅시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ko/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info/grading/report-cards.aspx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