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백투 스쿨 페어를 잊지 맙시다. 

MCPS 백투 스쿨 페어를 잊지 않으셨죠? 백투스쿨 페어가 8월 24일 (토) 오전 

11시-오후 2시에 Rockville 소재 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 (주소:850 

Hungerford Drive)의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백투 스쿨 페어는 모든 MCSP 

학생과 가족을 초대하여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함께 

즐기며 교육구와 지역사회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학용품을 담은 책가방은 올해 행사장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학교를 

통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 장소에서 백투 스쿨 페어 장소까지 셔틀버스가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운행됩니다. 셔틀버스 출발 장소: Shady Grove 중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Wheaton고등학교, Springbrook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고등학교, Rockville고등학교, Northwest고등학교, 

Kennedy고등학교, Einstein고등학교, Blair고등학교, Seneca Valley고등학교, 

Paint Branch고등학교.   

 

페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백투스쿨 웹사이트를 보시거나 Office of 

Community Engagement and Partnerships (301-270-3100)으로 전화 문의합시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amilycommunity/fair/


첫 등교일의 사진 모집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는 8월 26일(월) 새 학년도 첫 등교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최고의 등교사진을 고른 후 이메일 

(pio@mcpsmd.org)로 보내주세요. 많은 사진이 MCPS 웹사이트에 월요일 

오전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진 접수는 다음의 간단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가로로 찍은 사진 중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합니다.  

 사진을 jpeg 파일(4메가 이내 사이즈) 축소한 후, pio@mcpsmd.org로 

보냅니다. 

 이메일하실 때 자녀의 이름과 학년 그리고 학교 이름을 기재해서 

보내주세요. (게재 시 학생의 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진은 보내시는 것으로 MCPS 웹사이트에 자녀의 사진 게재를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질문은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and Web 

Services 전화 301-279-3853 또는 이메일pio@mcpsmd.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함께 구축합시다.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는 최근에 앞으로의 MCPS 업무를 이끌어 

나아갈 틀을 마련해주는 새로운 전략계획 프레임워크를 승인하였습니다. 이 

프레임워크, 우리의 미래를 함께 구축합시다: 학생, 교직원, 지역사회 는 

계속적인 우수한 업무능력에의 헌신과 함께 21세기에 학생들이 갖추어야 

하는 세 가지 핵심능력인 학업의 우수함, 창의적 문제해결, 사회 정서적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에서는 학생이 알아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며 학생을 돕기 위해 교직원, 부모, 

지역사회원들이 취해야 하는 특정행동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ailto:pio@mcpsmd.org
mailto:pio@mcpsmd.org로%20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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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계획 프레임워크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MCPS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시거나 자녀의 학교를 통해 사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새 학년 준비를 위한 체크 리스트 

학부모님 여러분, 다시 새 학년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실 때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준비는 되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정보를 모은 리스트가 이곳에 있습니다. 

 

 학교가 쉴 경우, 질병에 관해, 독감과 같이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할 

경우 학교가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자녀의 비상연락양식 

(Student Emergency Information form)을 작성합시다. 다음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Edline에 등록합시다. 웹사이트 시스템 Edline은 중고등학생 

학부모님들에게 자녀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2014 학사연도 학사일정표를 보고 프린트하거나 다운받고 중요한 

행사나 일정을 통보받읍시다. 

 

 자녀의 버스노선안내를 받아둡시다. 자녀 등하교버스에 관한 질문은 

이곳에서 그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MyLunchMoney.com을 사용하시면 자녀의 급식 계좌에 급식비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급식비를 적립해 두면 자녀가 매일 학교에 돈을 

가지고 가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테리아에 현금과 

체크로 급식비를 내거나 적립할 수 있습니다.  

 

 자녀 학교의 백투 스쿨의 밤에 참석합시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framework/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oars/activate.shtm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info/calendars/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info/calendars/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transportation/busroutes/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transportation/contact/supervisor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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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S 커리큘럼 2.0: 튼튼한 기초 구축 

과거 4년 동안, MCPS는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큰 향상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이 갱신된 커리큘럼-커리큘럼 2.0-은 학생들이 주과목인 수학, 읽기, 쓰기에 

튼튼한 기초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중요한 과목인 사회, 과학, 

체육과 미술/음악에 새롭게 더욱 중점을 둘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습에 중요한 요소이며 21세기에서의 성공에 필요한 요소인 

논리적이며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커리큘럼 2.0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이 사이트를 봅시다.  

 

MCPS 학부모 아카데미가 8월 29일에 시작됩니다. 

MCPS 학부모 아카데미에서는 아이들이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 자료와 도움을 제공하는 무료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을 워크숍은 8월 29일(월)부터 야외교육(Outdoor Educatio)에 대한 

워크숍을 시작으로 그 문을 엽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사이버 안전과 

소셜미디어, 효과적인 자녀양육 등 다양한 과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목 안내는 학부모 아카데미 웹사이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정에 적어둡시다: 2013년 우리 학교의 현주소 

교육감 Joshua P. Starr 박사는 우리 학교의 현재 상황을 알리는 행사인 제2차 

State of the Schools를 Music Center at Strathmore에서 11월 11일 오전에 

개최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Quicknotes 다음 호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전학생 정책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는 전학생 정책(Policy JEE)의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듣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MCPS 학생이 배정 학교 변경(COSA)에 

따라, 자신의 홈 스쿨이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에 의해 배정된 학교가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curriculum/2.0/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arentacademy/


아닌 타 학교에 재학하는 것을 허용하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 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 기간은 2013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교육위원회 정책위원회는 

모든 여론을 고려한 후, 가을에 열리는 전체 위원회에 추천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의 변경안은 2013-2014학년도 전학 요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책위원회는 COSA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정책변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MCPS 웹사이트를 통해 

변경된 사항이나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여름 SSL 이수시간 제출 마감일은 9월 27일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학생 봉사학습시간을 이수한 학생은 MCPS Form 560-51, 

Student Service Learning Activity Verification을 9월 27일 (금)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봉사학습시간은 첫 학기 성적표에 적용됩니다. 

 

봉사기관에 대한 사전인가를 받은 학생은 인가서인 MCPS Form 560-50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olicy/student-transfers.aspx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orms/pdf/560-51.pdf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orms/pdf/560-51.pdf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orms/pdf/560-51.pdf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s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