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4 월 제 1 호 퀵노트 뉴스레터
이번 학사연도의 마지막 수업일이 6 월 15 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최근의 날씨로 MCPS 는 휴교를 1 월 4 일, 1 월 17 일, 2 월 7 일, 3 월 2 일, 3 월 21 일,
5 일하였습니다. 2017-2018 MCPS 학사일정에는 182 일의 교습일과 Maryland 주에서
요구한 비상시 휴교일 2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휴교의 결과로 MCPS 는
메릴랜드주가 요구하는 교습일 충족을 위해 3 일을 추가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학사일정은 2018 년 6 월 15 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일에 모든 학생은
반나절 수업으로 조기 하교 합니다.
MCPS 학사일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
한인 학부모님을 대상으로하는 한국어 워크숍이 4 월 12 일 (목) Hoover 중학교에서
있습니다.
4 월 12 일 목요일 저녁 6 시 Hoover 중학교에서 한인계 교장, 교감 선생님들을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 교육구 한인 학부모님을 위해
한국어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질문할 수 있는 패널 토론 형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던 자녀교육 관련 질문에도 함께 답해 드립니다.
여름방학 프로그램과 인턴십, 자원봉사의 기회 안내가 6 시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4 세 이상의 자녀를 위한 무료 탁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장소 등의 문의는 이은정 학부모 담당관(240-550-1951), 김몰리 학부모 담당관(240305-6450) 최영미학부모 담당관(410-818-9538)최미나 교육청 공보관(240-314-4818)
또는 mina_choi@mcpsmd.org 로 문의 합시다.
5 학년 수준에 도전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행사는 지역 인사들과 커뮤니티 지도자들을 시험해볼 수 있는 즐거운 무료
행사입니다.
MCPS 교육재단은 지역 및 커뮤니티 현직 리더와 함께 축하하는 즐거운 행사,
“5 학년의 도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Are You Up to the 5th Grade
Challenge?)”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사는 4 월 16 일(월) 행사는 오후 6 시 AFI
Silver Theater and Cultural Center (8633 Colesville Road, Silver Spring)에서 있습니다.
이 행사는 지역 인사들에게 5 학년 지식을 시험해보는 행사입니다. 여러 MCPS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이 행사에 참여합니다.
이 행사는 무료이며, 일반에 공개됩니다. 등록을 원하는 분은 이 사이트에서
사전등록을 합시다.

Montgomery County 전국 대학 박람회가 4 월 10 일과 11 일에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전국 대학 박람회가 4 월 10 일(화)과 4 월 11 일(수)에 Gaithersburg
소재 Agricultural Center(501 Perry Parkway)에서 있습니다. 이 행사는 무료이며, 학생
과 학부모님께 많은 단과 및 종합대학 담당자들이 대학지원과정에 대한 도움이 되는
유용한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행사는 양일 오전 9 시 45 분부터 오후 12 시
45 분까지이며 11 학년 학생이 학교별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8-12 학년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화요일 오후 6 시 30 분부터 8 시 30 분까지 다시
열립니다. https://www.nacacfairs.org/attend/national-college-fairs/montgomery-countycollege-fair/를 봅시다.
4 월 28 일에 있는 특수교육 서밋
MCPS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모든 지역사회 여러분을 제 5 차 특수교육 서밋,
Leading the Way Today, Partnering for a Better Tomorrow 에 초대합니다. 서밋은 4 월

28 일(토) 오전 8 시 15 분부터 1 시까지 Quince Orchard 고등학교(15800 Quince Orchard
Road, Gaithersburg)에서 있습니다.
서밋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학부모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MCPS 학부모 Robin Williams Evans 씨와 Wayne Evans 씨의
기조연설이 있습니다. 참석한 가족은 다양한 주제의 30 개의 세션을 선택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서밋은 참석자에게 지역사회 파트너십 기관과 카운티 기관
담당자를 만날 기회도 함께 제공합니다.
서밋 등록과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 특수교육 웹사이트를 보시거나 240-3144860 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서밋은 무료입니다. 가벼운 아침 식사가 제공됩니다.
통역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탁아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학부모 아카데미가 새 워크숍을 제공합니다.
MCPS 학부모 아카데미 봄 학기가 4 월 11 일부터 시작됩니다. 학부모 아카데미는
워크숍을 통해 학부모님께 자녀들이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힌트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워크숍은 무료이며 학교와 Montgomery 카운티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봄학기는 회복적 정의, 효과적인 자녀교육 방법, 명상/마음 챙기는 방법,
고등학교부터 대학으로의 성공적인 진로 방법 등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워크숍에 탁아 서비스와 통역이 제공됩니다. 워크숍 스케줄은 다음
웹사이트를 봅시다.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arentacademy/workshops.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