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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 새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월 4일 화요일에 MCPS는 역사상 가장 많은 163,500명 이상의 학생수로 2018-2019 
학사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MCPS 는 기록적인 학생 수와 함께 8 월 4 일(월)부터 2018-2019 학사연도를 시작 
하였습니다. 작년도인 2017-2018 학사 연도보다 1,000명 증가한 163,500명 이상의 
학생이 우리 교육구의 206개 학교에 등록하였습니다.  
 
교육구는 이번 학사연도에 900명 가까운 새 교사와 250명 이상의 새 서포팅 전문가 
그리고 25명의 새 행정담당을 영입하였습니다. 
 
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Rockville 의 Bayard Rustin 초등학교는 킨더가든부터 
5 학년까지의 600 명의 학생과 함께 개교하였습니다. 또한, Bethesda-Chevy Chase 
고등학교, North Bethesda 중학교, Kensington Parkwood 초등학교와 Lucy V. Barnsley 
초등학교는 학생 수 증가에 따라 증원, 확장하였습니다. 
 
MCPS 는 새 학년도에 모든 학생의 학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습시간을 늘리고 계속 확장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에 관해 투자해 왔습니다. 이 
주요 분야에는 언어와 문해 강화교육의 기회 확장, 조기 교육, 어려운 과목 선택과 
평가시험의 기회 확장, 커리어 준비를 위한 집중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학을 맞이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첫 등교일 사진'을 모집하였습니다. MCPS는 
수백 개 이상의 첫 등교일 사진을 받았습니다.  첫 등교일 사진은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친화적인 학습환경 조성 
 
MCPS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새 학년도를 시작하며 많은 분들이 안전에 관해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교육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생 미래의 성공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나 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고 친화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MCPS 는 버스와 건물의 안전,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 불링과 자살예방, 환경 안전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학생 
안전을 도모합니다. 

우리 교육구가  학생의 안전 유지를 위해 실행하는 많은 절차와 조치 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건물과 버스의 안전 

 학교 진입의 감찰 
 모든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담당 경찰관 배치 (자세한 설명 보기) 
 각 학교의 방문자 시스템은 모든 방문자를 주내와 국내의 성범죄자 데이터를 
통해 스크린합니다. 

 각 학교의 응급상황 계획을 갱신 (자세한 설명 보기) 
 수백 명의 안전 요원들이 MCPS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관리합니다. 
 학교안전과 보안을 위한 총체적 보고 (2018 보고서와 행동계획을 읽어봅시다) 
 모든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보안 카메라 설치. 초등학교는 올해에 완성. 
 대부분의 버스의 안과 밖에 카메라 설치. 이번 학년도 말까지 모든 버스에 
설치( “버스 안전수칙(Respect the Bus)” 비디오를 봅시다) 

 건물 안전을 위한 모든 스태프의 집중과 경각심 
 보행자 안전 자료 (자세한 설명) 

 



아동학대 예방 

 직원, 계약직, 자원봉사자에 대한 다중적 배경확인 (더 보기) 
 아동학대나 태만에 대한 예방, 인식, 보고에 관한 직원, 계약직, 자원봉사자 
훈련의 의무화 (트레이닝 수강) 

 모든 학생에게 나이와 성장도에 맞는 신체적 안전교육 제공 (교과과정 보기) 
 학대 상황에 대한 매끄러운 보고 과정 (MCPS 정책과 아동학대 보고 보기) 
 모든 직원에게 요구하는 행동지침 (더 보기) 

불링과 위협 예방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신고를 위한 절차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신고양식-Bullying Report Form) 

 모든 직원에 대한 불링, 위협, 협박의 보고와 예방을 위한 교육 
 디지털 시민교육과 폭력/불링과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학생교육 

(자세한 설명) 
 학생의 성정체성에 관한 지침서 (자세한 설명) 
 학생을 위한 카운슬링 
 종교의 다양성 존중에 대한 지침서 (지침서 읽기) 
 ACA 정책: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 (정책 읽기) 
 매년 존중하는 건강한 십대 데이팅 콘퍼런스 개최(더 보기) 

정신건강과 건강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자살방지 교육 
 Montgomery 카운티, Every Mind and Family Services, Inc.와의 BtheOne 
정신건강 캠페인 (캠페인 안내) 

 모든 학생에 대한 종합적 건강교육 커리큘럼 
 학생에게 정신건강과 위기상황에 대한 자료보급(더 보기)  
 모든 직원의 자살예방과 개입 방법에 의무교육  
 자살 위험의 간결한 신고절차 (더 보기) 
 배움으로의 링크 시작(Linkages to Learning initiative) 더 보기) 
 중독되었던 학생의 학업을 돕는 프로그램(더 보기) 
 몽고메리 카운티의 중독실태 파악과 치료를 돕는 자원 (자원 더 보기) 
 행위적 위협 파악을 위한 직원 교육 
 학생을 위한 회복하는 정의 프로그램(더 보기)  

 



환경적 안전 

 식수 검사 (더 보기) 
 화재의 안전 
 놀이터에서의 안전 (더 보기) 
 라듐 검사 (보고서 검토) 

멋지고 안전한 학년도가 되시기를! 

한인 학부모님을 대상 한국어 워크숍이 가을부터 시작합니다.  
 
몽고메리 교육구에서는 한인 학부모님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사연도에 4-5 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첫 워크숍인 10 월 25 일 워크숍은 자녀의 학교와 
교육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MCPS (Hoover 중학교)  
11월 8일은 11월 11일과 12일에 있는 교사면담을 대비해 효과적인 학부모 교사 
면담(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학부모 
아카데미 안내 Schedule for workshop  또는 한국어 웹사이트를 보시거나 공보관에게 
문의합시다.  
 
 
여러분 자녀의 숙제에 도움이 필요합니까? 무료 숙제 핫라인이 준비되었습니다! 

Homework Hotline Live! 숙제 도우미 핫라인 시작 온라인 숙제 도우미, Homework 
Hotline이 9월 5일(수)부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은 9월 25일(화)부터 시작합니다. 
학생은 생방송 중 전화, 온라인,  문자나 소셜미디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난 33년간 MCPS 교사의 Homework Hotline Live(HHL)을 통한 무료 숙제 도움의 
제공은 유치원생으로부터 12 학년까지의 무수히 많은 학생들을 도와 왔습니다. 
HHL는 웹사이트와 휴대전화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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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019 HHL 시즌의 숙제 도움은 9월 5일에 온라인으로 시작합니다. TV에서의 
Homework Hotline Live는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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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work Hotline Live(생방송, 숙제 핫라인) 휴대전화 앱은 무료이며 애플/Apple 
iOS과 앤드로이드/Android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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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중의 질문하고 싶은 문제를 "Ask Us"에 사진을 찍어 올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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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PS-TV에서 Homework Hotline Live(HHL) 시청: 
 9월 25일부터 화, 수, 목 4시 30분 - 6시 

 Comcast 33 
 Verizon Fios 35 
 RCN 88 
 AskHHL.org 
 YouTube (검색: AskHHL) 
 생방송 과제/숙제 핫라인 앱 

 
토요 학교(Saturday School)가 학생들의 성공을 도와드립니다. 
 
George B. Thomas, Sr. Learning Academy 의 토요 학교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업은 9월 15일(토)에 시작합니다.  
 
George B. Thomas, Sr. Learning Academy가 운영하는 2018-2019학년도 토요학교가 
15월 9일 토요일 개강합니다.  토요학교는 낮은 수강료로 운영되는 개인교습과 멘토 
제공 프로그램으로 일주일 중 수업이 있는 5 일에서 연장된 제 6 일째 학습 일을 
제공해 주며 MCPS 학생들에게 주요 학습과목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업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Montgomery 카운티 내 12개 학교 중 하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15월 9일(토)에 시작해서 5월 말까지입니다. 등록비는 Free and 
Reduced-price Meals (FARMS무료/ 할인 학교 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은 40불, 일반 
학생은 85불입니다.  
 

George B. Thomas, Sr. Learning Academy 



효율적으로 MCPS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MCPS 가 제공하는 여러 정보를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짧은 설문조사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전해주세요.  
 
뉴스, 소식과 정보를 어떤 형태로 받아보고 싶으십니까? MCPS 뉴스, 소식 중 어떤 
종류의 소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선호하는 방법을 이 
설문조사를 통해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제공해주시는 의견을 바탕으로 MCPS 
소식과 뉴스, 정보 제공을 향상하겠습니다. 
 
 
MCPS 커리큘럼 변화에 관해 알아봅시다 
 
MCPS는 초등학교, 중학교 새 커리큘럼과 교습자료 평가와 선발과정 중에 있습니다.  
 
MCPS 는 K-8 학년 영어와 수학 커리큘럼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새 커리큘럼과 
교습자료 평가와 선발 과정 중입니다. 앞으로 몇 달간, 교육구는 교직원, 지역사회원, 
여러 파트너와 함께 의견을 수집하고 커리큘럼 선발 절차의 윤곽을 잡아 나아가게 
됩니다.  

관심있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공해 
주세요. 커리큘럼 선발 절차에 관한 정기적인 갱신 내용을 담은 웹사이트를 봅시다. 

Chief Academic Officer가 보내드리는 메시지를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