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옵니다: MCPS 안내를 항상 확인합시다.
추운 겨울 날씨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MCPS 는 날씨에 따른 학교 휴교 및 지연 등교와
조기 하교를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MCPS 알리미
비상 날씨 때와 그 외의 중요한 교육구 내의 행사를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가 직접 휴대전화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학부모님은 또한 자녀
학교에 대한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MCPS 알리미(AlertMCPS) 구독



MCPS 홈페이지
www.montgomeryschoolsmd.org



퀵노트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 구독
구독은 www.mcpsquicknotes.org 를 방문합시다.



MCPS 케이블 방송 채널
MCPS 케이블 방송: Comcast 34 번, Verizon 36 번, RCN 89 번



녹음된 안내
301-279-3673



ASK MCPS
301-309-6277 월-금, 오전 7 시 30 분-오후 5 시 30 분에 영어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교직원이 직접 안내를 제공합니다.



Twitter
http://twitter.com/mcps



지방 라디오 및 TV 방송국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제출한 비상연락기록이 최근의 것인지를 확인합시다.
비상상황에 따른 MCPS 행정 임시변경 안내를 받는 다양한 방법

교육감은 15 억 5 천만 불의 재건축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교육감 Joshua P. Starr 는 15 억 5 천만 불의 MCPS 재건축 및 캐피탈 향상안(Capital
Improvements Program-CIP)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MCSP 는 앞으로 6 년간
극적으로 증가한 재학생 수를 감당하기 위한 수백 개의 초등학교 교실을 추가하게 됩니다.
Starr 박사는 CIP 예산안은 교실 추가와 히터, 환기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HVAC) 등
노후화된 시설 향상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Starr 박사의 CIP 는 또한 사전 승인을
거쳐 이미 계획되어 있는 학교 재건축을 계속하도록 합니다.
MCPS 등록 학생수는 지난 6 년 동안 14, 000 명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이 증가의 대부분인
거의 90%는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6 년간 MCPS 의 등록 학생수는
11,000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MCPS 재학생수는
Maryland 주 모든 교육구 중 제일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CIP 는 우리 교육구의 급격히 늘고 있는 학생수로 인한 학습공간의 필요성을 알리고
거의 포화상태인 우리 초등학교에 숨을 쉴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라고 Starr 박사는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학생들과 앞으로 함께할 학생들에게 21 세기적 학습공간을
제공하려면 우리는 추가로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Starr 박사의 15 억 5 천만불 CIP 예산안은 현재 CIP(2103-2018 회계연도) 예산보다 1 억
8,390 만 불 인상한 금액입니다만 실제로는 우리 교육구의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많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이 중 220 만 불은 교육구의 건물 제반기기, 기초토대, 과학기술의
필요에 사용됩니다.
10 월 31 일 목요일 Starr 박사와 교육위원회 의장 Christopher Barclay 는 Montgomery
County Executive Isiah Leggett, 카운티의 회장 Nancy Navarro 와 많은 주, 지역, 카운티
공무원들과 함께 Maryland 주의회와 주지사 Martin O’Malley 에게 MCPS 를 위한 학교
건축 예산 증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수용인원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 즉 새로운 학교와 교실 추가 등과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을
보수하고 증축하는 활성화/연장 프로젝트, 기반 시설 향상과 과학기술 4 가지 일반
분야에의 투자를 포함한 새 CIP 6 년 계획을 2 년마다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Joshua Starr 의 제안을 검토하고 11 월
18 일(월)에 승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그 후 카운티 군수와 카운티
의회의 심사를 위해 전달됩니다. 교육위원회는 마지막 CIP 청문회를 11 월 14 일(목)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실 기회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청문회 참여 웹사이트를 봅시다.

휴대전화를 끊거나 핸드프리 도구를 사용합시다.
2013 년 10 월 1 일부터 Maryland 주 경찰은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을 경우, 벌금 티켓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적발될 경우 벌금은 83 불이며 두 번째 이후에는 더욱
벌금이 가중됩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MCPS)는 Montgomery County
Police Department 와 함께 새로운 법 적용을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십대
운전자들에게 새 법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휴대전화가 아닌 자동차 핸들에 손을 놓아 우리
모두 함께 안전한 운전 길 조성에 협조합시다.
자세한 안내

Starr 교육감과 함께하는 행사
교육감 Joshua Starr 는 지역사회 여러분을 만나는 행사를 여러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의 날, 타운홀 미팅, 벨타임 토론회-이 세 종류 행사는 MCPS 모두에게
교육감에게 질문을 하고 생각을 나누는 좋은 기회입니다.

커뮤니티의 날
Starr 박사는 11 월 21 일(목) Downcounty Consortium(Montgomery Blair, Albert Einstein, John
F. Kennedy, Northwood, Wheaton 학군)에서 커뮤니티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타운홀
미팅은 Montgomery Blair High School 에서 오후 7 시 30 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주소:51
UniversityBlvd. East, Silver Spring) 그 외에 두 번 있을 커뮤니티 토론회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 년 2 월 3 일(월): Bethesda-Chevy Chase, Winston Churchill, Richard Montgomery,
Rockville, Walter Johnson, Walt Whitman, Thomas S. Wootton 고등학교 학군을 위한 타운홀
회의: Winston Churchill 고등학교
-2014 년 2 월 28 일(월): Northeast Consortium (James Hubert Blake, Paint Branch and
Springbrook), Col Zadok Magruder and Sherwood 고등학교 학군을 위한 타운홀 회의:
Paint Branch 고등학교

학생과의 타운홀 미팅
다음 학생 타운홀 회의는 11 월 25 일(월) A. Mario Loiederman 중학교에서 있을 예정
입니다. 학생 타운홀 미팅은 Starr 박사가 학생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학생들에게 직접 듣는
기회입니다. 이 행사는 교육위원회 학생의원인 Justin Kim 이 주관합니다. 타운홀 미팅의
MCPS 웹사이트에서 MCPS TV 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함께하는 타운홀 회의의 일정과 장소
- 1 월 28 일(화), Northwood High School

- 2 월 27 일(목), Rosa Parks Middle School
- 3 월 18 일(화), Watkins Mill High School
- 4 월 24 일(목), Herbert Hoover Middle School
자세한 안내는 다음 웹사이트를 봅시다. www.mcpsstudenttownhall.org

벨타임
(MCPS)는 다음 몇 달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수업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 변경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커뮤니티 토론회, 포커스 그룹 모임,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제 1 차 커뮤니티 토론회가 10 월
28 일(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외에 세 번 있을 커뮤니티 토론회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2 월 16 일(월): Rockville 소재 Richard Montgomery High School (250 Richard
Montgomery Drive)
1 월 6 일(월): Seneca Valley High School(19401 Crystal Rock Drive, Germantown)
2 월 10 일(월): Montgomery Blair High School (51 University Blvd., East, Silver Spring)

모든 토론회는 오후 7 시-8 시 30 분이며 무료 탁아 서비스(4 살 이상)와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벨타임 웹사이트를 봅시다.
지원전용 프로그램의 시험일이 다가옵니다.
Montgomery Blair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Poolesville 고등학교, Roberto
Clemente 중학교, Eastern 중학교, Takoma Park 중학교의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한 학생들을
위한 시험이 12 월 7 일 오전에 있습니다. 시험시간과 장소는 지원서를 확인합시다.
초등학교 영재 프로그램 시험은 1 월에 해당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안내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중고차, 컴퓨터 판매
Montgomery Count, 자동차 트레이드 재단(Automotive Trades Foundation -ATF)과
정보기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Foundation-ITF)은 학생들이 재정비한 자동차와
컴퓨터를 12 월 14 일(토) 오전 9 시-11 시, Damascus High School 에서 판매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질문은 Kelly Johnson (전화:301-929-2197)에게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를
봅시다.www.atfcareers.org 판매될 컴퓨터에 대한 안내는 웹사이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itfcareers.org

자동차와 컴퓨터는 학생들이 수업의 일환으로 직접 수리와 재정비 후 시험을 거쳤습니다.
지역주민 여러분의 자동차 기부를 환영합니다. 본 프로그램을 위한 자동차 기부는
Damascus, Gaithersburg, Seneca Valley 고등학교 및 Thomas Edison High School of
Technology 에서 받고 있습니다. 기부는 세금공제대상입니다.
Automotive Trades Foundation
Information Technology Foundation, Inc.

11 월 23 일은 전 세계 프랑스어권 문화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Montgomery County 에서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를 기념하는 제 5 회 프랑스어권
페스티벌을 함께 축하합시다. 11 월 23 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2 시 30 분까지 Bohrer
Park 의 Activity Center (506 S. Frederick Avenue, Gaithersburg)에서 개최됩니다. 워크숍,
라이브 음악과 엔터테이먼트, 일반상식 게임, 탤런트 쇼 등 가족 모두를 위한 여러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는 모든 불어 선생님과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의 불어권 문화와 언어를
기념하기 위해 소그룹의 MCPS 불어 선생님들이 시작하였습니다. 제 1 회 페스티벌은
2007 년도에 있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francophonefestival.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