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표: 학부모 안내
학부모님, 자녀들의 첫 성적표가 11 월 13 일에 도착합니다. 이후 성적표 발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30 일
4월 9일
6 월 19 일 (성적표 우송)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경우는 웹사이트에 기반을 둔 Edline 을 통해 성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유치원부터 5 학년 모든 학생은 학생이 아는 것과 학년 수준의 기대치와 비교하여
실력 및 학업이 얼마나 되는지를 부모님께 알려 드리는 새로운 기준에 따른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MCPS 는 교육구 초등 교과과정인 커리큘럼 2.0 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하도록 학생의 성적 채점과 진도 보고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적표가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교육구는 교사의 채점방식과 학생의 학습진도 보고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변화를
이루었습니 다.
 커리큘럼 2.0 표준-각 과목마다 학생이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성적 측정 과목에 따라 또는 과목과 기술 및 기량에 따라 분류됩니다.
 성적표는 이 측정 주제에 대한 진도를 알려줍니다. 이는 부모님이 과목의 진도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적채점은 새로운 표기방법으로 바뀌어 초등학교 1-5 학년은 ES (뛰어남Exceptional), P (숙달함-Proficient) N (아직 습득하지 못함-Not Yet Proficient)
유치원은 P (습득함-Proficient), I (습득 중임-In Progress), N (아직 습득하지 못함Not Yet Proficient)로 보고됩니다.
각 성적 단계에서의 기대수준과 학생이 각 학사연도에 과목 당 습득하게 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학년도 초에 받게 될 학부모를 위한 교과과정 안내(Parent Guides to the
Curriculum)를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MCPS 성적채점과 성적표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거나 기준에 따른 성적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성적 채점과 성적표 웹사이트를 봅시다.

교육감이 제안하는 수업 시간 변경
MCPS 교육감 Joshua P. Starr 는 고등학교 수업 시작 시간을 50 분 늦추고 초등학교 수업
시간을 30 분 연장하자는 제안을 카운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과거 10 개월간
수업 시작과 마치는 시간과 학생의 수면 시간이 학생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수업 시간 연구팀의 보고서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Starr 박사는 다음에 대한 변화를 제안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수업 시작시간을 7 시 25 분에서 50 분 늦춘 8 시 15 분에 시작한다.
(고등학교는 3 시에 수업을 마치게 됨)
-중학교 수업시간을 7 시 55 분에서 10 분 빠른 7 시 45 분에 시작한다.
(중학교 수업은 2 시 30 분에 마치게 됨)
-초등학교 수업시간은 현재와 같은 시간에 시작하되(8 시 50 분과 9 시 15 분)
마치는 시간을 30 분 연장한다. (초등학교는 3 시 35 분과 4 시에 마치게 됨)
현재 MCPS 초등학교는 6 시간 15 분 수업으로 중고등학교보다 30 분이 짧습니다. 이
수업 시간은 Maryland 주 초등학교에서 두 번째로 짧은 수업 시간입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원 등 다양한 일반 의견을 받습니다. 10 월 28 일(월) 오후
7 시-8 시 30 분 Paint Branch High School 에서 개최되는 공개 토론회를 포함한 4 회의 공개
토론회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수업 시작 시간에 대한 의견수렴은 포커스
그룹, 설문조사, 지역사회의 의견을 묻는 기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모든 소통 내용과 연관된 계획은 이번 달 말에 안내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으로
이메일하실 수 있습니다. belltimes@mcpsmd.org
2013 년 연구팀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연구 내용은 Bell Times 웹사이트를 봅시다.

Starr 박사가 제공하는 우리 교육구와 학교의 현재 상황 발표에 함께 참석합시다.
여러분을 11 월 11 일(월) The Music Center at Strathmore 에서 개최하는 제 2 차 우리
교육구와 학교의 현주소에 초대합니다. Starr 박사는 모든 학생이 성공적인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 행사는 무료이며, 일반에 공개됩니다. 행사는 가벼운 아침 식사와 함께
오전 7 시 30 분에 시작하며 Music Center at Strathmore 에서 전시되고 발표되는 MCPS

학생 연주와 작품을 함께 보시게 됩니다. 오전 8 시 30 분에 Starr 박사가 우리 교육구의
현재 상황에 대해 발표를 합니다. 행사는 9 시 30 분에 마칠 예정이며 외국어 통역과
수화 통역이 제공됩니다. 통역이 필요한 분은 통역 기기를 받아갑시다.
11 월 11 일에 함께 하실 분은 참석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세요. 11 월 1 일까지
웹사이트 www.mcpsstateoftheschools.org 를 통해 참석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MCPS 의 야외 학습 교육이 50 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MCPS Outdoor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은 야외 학습 교육 프로그램의 50 주년을
기념하여 10 월 26 일 환경교육 페어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Lathrop E. Smith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주소:5110 Meadowside Lane in Rockville)에서 오전 10 시오후 1 시까지 개최됩니다.
야외 학습 교육 프로그램은 연간 25,000 명의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
니다. 학업에 대한 지식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과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힘과 능력을
길러줍니다.
오셔서 야외 학습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 스테이션과 파충류와 육식조, 환경에 관한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셔틀 서비스가 Magruder High
School 에서부터 제공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301-924-3123 으로 합시다.

Montgomery 페스티벌에 함께 갑시다!
Montgomery 국제 페스티벌은 Montgomery county 와 Washington D.C. 전체의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고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페스티벌은 Westfield Wheaton Plaza Mall
파킹장(메트로 역 옆)에서 10 월 20 일(일) 오후 12 시부터 5 시까지 개최됩니다.
Fund for Montgomery 의 후원과 KID Museum 의 주최로 이루어지는 무료 페스티벌에는
인터내셔널 마을, 전통적인 외국 음식을 쉐프가 직접 시연하는 지구촌 키친, 수공예품
시장, 문화 퍼레이드, 전통적인 춤과 음악을 선보일 두 개의 공연 무대, 공공편의시설
연결, 전통적 예술 전시, 가족 전체를 위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www.worldofmontgomery.com 를 봅시다.

Montgomery County 연례 지역사회 봉사 주간 행사에 참여합시다.
Montgomery County 의 지역사회봉사의 주간(Community Service Day)은 학생들이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봉사하며 봉사학습시간(Student Service Learning Hours)를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역봉사 주간은 10 월 20 일-27 일입니다. Montgomery County
Volunteer Center 웹사이트를 봅시다.

Trades Foundation 이 자동차 기부를 기다립니다.
Montgomery County Students Automotive Trades Foundation (ATF)는 자동차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부는 약 350 명의 고등학생이 중고차를 분석하고 고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ATF 는 자동차 관리, 수리, 판매와 마케팅에 대한 실전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자동차교육을 육성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Damascus,
Gaithersburg, Seneca Valley 고등학교 및 Thomas Edison High School of Technology 에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기부는 세금공제대상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ATF 웹사이트를 방문 또는 웹사이트 위의 Donate Your Car 탭을
클릭하거나 Mike Snyder (전화:301-929-2164)씨에게 문의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