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5 월 제 3 호 퀵노트 뉴스레터
회계연도 행정 예산 뉴스
Montgomery 카운티 의회는 5 월 24 일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승인된 25 억 9,000 만 불은 MCPS 의 현 회계연도 예산안보다 7,720 만 불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예산안은 MCPS 의 모든 학생이 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위한 기초와 구조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 승인된 예산안에는
중요한 분야와 프로그램에의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과 우주공학, 사이버 안전/보안, 소방과학과 구조, 법의 집행과 리더십을
포함한 새 커리어 준비 진로의 소개
초등학교 양방 몰입교육 프로그램 두 초등학교 추가.
컴퓨터 과학, 코딩과 로봇공학 과목의 확장.
두 초등학교에서 2019 년 7 월부터 연장 학습 프로그램 실행
갱생/회복교육 프로그램 출범
대학 진로와 대학생 수준의 우수성과 성공을 이룩하는 프로그램인 College
Tracks and Achieving Collegiate Excellence & Success(ACES)의 확장
중학, 조기 대학 프로그램의 확대

교육위원회는 6 월 12 일에 회계연도 예산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입니다.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budget/

졸업식 시즌입니다.
10,000 명 이상의 MCPS 학생이 5 월 29 일부터 6 월 8 일까지 MCPS 를 졸업합니다.
작자, 연기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교육자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졸업식
연사로 초청되어 졸업식에 함께 합니다.
졸업생과 부모님은 졸업식 모습을 이메일과 Twitter 로 우리 교육구와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찍은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거나 Twitter 에 올립시다.
올해 첫 졸업식은 5 월 29 일 Bethesda-Chevy Chase 와 Paint Branch 고등학교입니다.
5 월 30 일은 Quince Orchard 와 Thomas S. Wootton 고등학교가, 5 월 31 일은 Rockville
고등학교와 Sherwood 고등학교 그리고 Stephen Knolls 학교가 졸업식을 거행합니다.
Haley Skarupa, 2018 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Haley Skarupa씨가 Thomas S. Wootton
고등학교에서 작가이자 코미디언인 Jason Kravitz 씨가 Magruder 고등학교에 초대
연사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다른 초청 연사로는:





미국 해군학교(U.S. Naval Academy) 수석 풋볼 감독인 Ken Niumatalolo 씨가
Quince Orchard 고등학교 졸업식 연사로,
작가이자 TV 프로듀서인 Andrew Och 씨가 Rockville 고등학교 연사로,
작가인 Nora Roberts 씨가 Montgomery Blair 고등학교,
Washington Post 기자인 Dana Milbank 씨가 Walt Whitman 고등학교에
참석합니다.

이 밖에 여러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이 초청 연사로 축사를 전해주게 됩니다.
Graduations for 18 개의 MCPS 고등학교 졸업식은 워싱턴 디씨에 있는 DAR
Constitution Hall (DAR)에서 거행되며 졸업상황은 DAR Constitution Hall 웹사이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졸업식은 또한 Xfinity Center, Mount St. Mary’s University 와
일부 학교와 프로그램 장소에서도 거행됩니다.
졸업일정과 장소, 초대연사는 이곳을 봅시다

졸업사진을 함께 나눕시다.
MCPS 는 올해 졸업식에서의 졸업생과 가족들의 행복한 사진을 저희 교육구의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찍은 스냅사진을 pio@mcpsmd.org 로 .jpeg 파일(4 MB 미만) 로
보냅시다. 자녀의 이름과 학교를 함께 적어 보내주세요. (학생의 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보내주세요) 많은 사진을 MCPS 웹사이트와 Flickr 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소셜 미디어로는, 페이스북이나 Twitter 에 사진을 올릴 때, 해시테그/hashtag
##MCPSGrad 를 붙여서 올려주세요. 올려진 사진 일부는 교육구 트위터와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사진을 보내시면, MCPS 웹사이트에 자녀의 사진 게재를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졸업식 모습 사진첩

여름 학교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2018 교육구 고등학교 여름학교 프로그램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여름학교는 Montgomery 카운티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이 MCPS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다음 4 개의 학교에서
개최됩니다: John F. Kennedy, Richard Montgomery, Northwest, Walt Whitman
고등학교 여름 1 학기는 6 월 25 일-7 월 13 일, 2 학기는 7 월 17 일-8 월 3 일입니다.
중학교 프로그램은 자녀 학교의 여름학교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합시다.
2018 년 여름학교
여름방학은 Student Service Learning Hours(봉사학습시간)를 취득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입니다.
여름방학은 봉사학습 활동에 참여하고 SSL(봉사학습시간)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무료 음식제공 기관이나 지역 공원청소, 옷이나 음식 수거
등 학생은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MCPS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75 시간의 SSL 활동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생은 6 학년 전 여름방학부터
SSL 시간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MCPS 가 사전인가한 다양한 MCPS SSL 시간
취득가능 기관과 기회에 대해 알아봅시다. 2 차 성적산출일 전에 봉사한
학습봉사시간은 2018 년 6 월 1 일(금)까지 SSL 담당교사에게 제출해야 함을 잊지
맙시다.
학생봉사 학습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