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10 월 제 2 호 퀵노트 뉴스레터
PARCC 의 밤이 다가옵니다!
학부모님! Partnership for Assessment of Readiness for College and Careers(PARCC)
평가시험에 대한 질문이 있으십니까? PARCC 설명회의 밤에 참석합시다.
평가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평가시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그리고 MCPS 가 새 평가시험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성공을 어떻게 도와주는
지에 대해 알아갑시다. PARCC 시험 중 한두 종류 시험해 보는 기회와 함께 각
학년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받아갑시다.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 년 11 월 24 일(월)
오후 7 시‐9 시
Gaithersburg High School
101 Education Boulevard in Gaithersburg
2015 년 2 월 2 일(월)
오후 7 시‐9 시
Montgomery Blair High School
51 University Boulevard East in Silver Spring
자세한 안내는 MCPS 웹사이트를 보시거나 (301)309‐6277 로 전화합시다.
가을에 시작되는 대학 박람회
10 월과 11 월에 대학과 고등교육의 기회에 대해 알아보는 대학박람회가 여러 번
개최됩니다. 다음은 앞으로 있을 Montgomery 대학 장학금 및 학자금 콘퍼런스
안내와 대학 박람회에서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요령입니다.

2014 대학 장학금 및 학자금 콘퍼런스: 11 월 15 일(토)
Montgomery College 는 연례 대학 장학금 박람회를 11 월 15 일(토) 오전 9 시‐
2 시에 개최합니다. 이 박람회는 무료이며 학생과 학부모님께 장학금, 재정보조,
그리고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러 주제의 워크숍 세션이 준비되어
있으며 대학 담당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행사는 MCPS 와 Universities
at Shady Grove 가 함께 후원합니다.
박람회 등록

대학 박람회에서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요령
박람회 전
 박람회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등록해야 할 경우 사전 등록을 합니다.
 대학 박람회에 참가하는 대학들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먼저 방문할
학교와 시간이 충분할 경우 방문할 학교로 분류합니다.
 대학 투어에 참가신청을 하거나 대학 박람회에서 제공하는 정보 세션에
참석합니다. 많은 박람회에는 학자금, 지원과정, 전공선택 등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 세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록담당자에게 물어볼 질문을 작성해봅니다.
박람회에서
 적절한 복장으로 갑니다.
 안내 지도를 받고 가고 싶은 방들을 확인하여 어떻게 다닐 것인지를
계획합니다. 방문하기로 한 대학 최소한 10 개 이상을 방문합시다.
 관심있는 대학의 우편송부 리스트(mailing list)에 등록합니다.
 관심있는 대학에서 안내책자를 받아서 집에 온 후에 다시 검토해봅니다.
 대학 프리젠테이션과 대학 입학상담관이나 대학 대표를 만나서 나눈 내용을
메모합니다.
 이력서와 성적 사본을 준비해두었다가 대학박람회에서 직접 입학을 고려해
주는 곳에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는 힌트로 가득한 학부모 아카데미 워크샵
Office of Community Engagement and Partnerships (OCEP)는 사이버상에서의
안전과 소셜 미디어, 십 대와 대화하기, 학부모 교사 면담, 학교와 교육구 시스템
안내 등 다양한 주제로 준비된 11 월 학부모 아카데미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스케줄과 등록에 관한 안내는 학부모 아카데미 웹사이트 또는 OCEP (301) 279‐
3100 로 전화문의합시다.
MCPS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MLK 와 Gaithersburg 책 페스티벌 문학 콘테스트
Dr. Martin Luther King, Jr 문학 콘테스트와 시각 미술 전시회에 모든 학년 학생의
참가를 기다립니다. 2015 년 주제는 "Dr. Martin Luther King, Jr. 우리 시대에서의
그의 말과 생각"입니다. 에세이와 그림 작품은 Dr. King 의 삶과 성취, 염원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있어야 합니다.
글은 150 자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서 마감은 12 월 12 일(금) 오후 5 시까지입니다.
다음 주소 MLK Essay Contest, c/o Montgomery County Office of Human Rights, 21
Maryland Avenue, Rockville, MD, 20850 또는 이곳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림 작품은 프린트, 포스터, 콜라주, 사진 분야입니다. 그룹 프로젝트를 환영
합니다. 작품은 Linda S. Adams, supervisor, Pre‐K–12 Fine Arts, 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 Room 256, 850 Hungerford Dr., Rockville, MD, 20850 로 보냅시다.
지원 마감일은 12 월 5 일(금)입니다.
탤런트 쇼 오디션은 구어, 음악, 창의적 춤, 스킷(희곡대사 대본 대사) 연기자에게
열려있습니다. 오디션은 오후 6 시 30 분부터 9 시까지 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 auditorium, 850 Hungerford Dr., Rockville 에서 11 월 7 일(금)에 있습니다.
연극은 주제에 따른 내용이어야 합니다. 오디션 차례 예약은 11 월 3 일(월)까지
Rachel Reed 씨에게 이메일합시다.
mlktalentsearch@gmail.com
선발된 작품은 2015 년 1 월 19 일에 Dr. King 의 날을 축하하며 Music Center at
Strathmore 에서 공연을 합니다.
MCPS 의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음악을 전해줍니다. (비디오 시청과 함께)
지난 10 년간 MCPS 의 수천 명의 2 학년과 5 학년 학생들은 Music Center at
Strathmore 에서 멋진 소리와 시각적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MCPS 와 함께 한
National Philharmonic 과 Strathmore 의 특별한 파트너십에 감사합니다.
연례 Strathmore 학생 콘서트, Hallmark education program 은 MCPS 음악
교과과정에 따라 개발된 콘서트이며 학생이 학기 중 학습하게 될 음악적 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 프로그램에 따라 2,000 석인 콘서트 홀을

학생들이 가득 메웁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04 년부터 10 만 명이 넘는 MCPS
학생들이 음악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휘자이자 음악 감독인 Piotr Gajewski 씨가 인도하는 National 필하모닉은 작곡가
Benjamin Britten 씨의 곡 Young Person’s Guide to the Orchestra 와 Astor
Piazzolla 씨의 Oblivion, 그리고 차이콥스키(Tchaikovsky)의 1812 서곡, 트릴
파이널은 웅장한 캐논으로 불의 효과를 내었으며 학생이 함께 참여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10 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MCPS 와 Strathmore 는 함께 우수한
재즈교육 기관인 JazzReach 와 함께 블루스 재즈 뮤직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2014 년도 5 학년 학생들을 위한 콘서트는 블루스가
어떻게 로큰롤, 가스펠, R&B 를 포함한 다른 음악 장르의 기초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2 학년 학생들을 위한 콘서트는 계속 클래식 음악에 집중한
프로그램을 유지합니다.
Strathmore 학생 콘서트는 Strathmore Hall Foundation, Inc.과 그 후원기관—GEICO,
Jordan Kitt’s Music,Paul M. Angell Family Foundation 이 후원 투자하는
248,000 불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
두 가지 교육위원회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는 두 가지 정책‐Policy GHC, 전문 교직원의 월급과
추가 혜택(Salaries and Other Benefits of Professional Personnel)과 Policy GIH, 고용
후 추가 혜택 자금(Funding Other Post‐Employment Benefits)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Policy GHC, Salaries and Other Benefits of Professional Personnel 은 월급 지급 스케줄,
고용일, 사임 직원의 재고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정책은
협상된 동의서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에 따라 갱신되게 됩니다.
Policy GIH, Funding Other Post‐Employment Benefits 는 은퇴후 건강보험 예산, Other
Post‐Employment Benefits (OPEB)의 예산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게 됩니다. 이 정책은 현재 은퇴자 OPEB 의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MCPS) 신탁금과 카운티 전체 신탁금에의 기부에 관련된 카운티 의회의 조치에
따라 갱신되어 왔습니다.

정책 초안은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and Web Services(전화번호:301‐
279‐3391)를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MCPS 웹사이트의 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 관한 의견은 2014 년 12 월 19 일까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주소로 우송하거나 (주소: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Schools, 850
Hungerford Drive, Room 122 Rockville, Maryland 20850) 교육위원회로 이메일해
주십시오. (이메일:boe@mcpsmd.org)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Policy GHC, Salaries and Other Benefits of Professional Personnel
Policy GIH, Funding Other Post‐Employment Benefits
참전용사를 학교로!
‘참전용사를 학교로’의 날은 History Channel 이 참전용사를 전국의 학생과
연계하는 전국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와 커뮤니티는 모든 배경의 참전용사를
초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헌신에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이 행사는 11 월
11 일 또는 11 월 11 일 주간에 교실방문에서부터 전교생 모임 단위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전용사이거나 이 행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자녀의 학교(또는
커뮤니티 의 학교)에 연락하여 행사를 주최하는지 문의합시다.
MCPS 뉴스
몇 분 정도 시간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MCPS 에 관한 최근 뉴스 제목, 비디오,
보도자료를 꼭 확인해봅시다.

비디오
Strathmore 학생 콘서트 시리즈의 즐거운 순간들
청소년들을 직장에 준비하기 위한 카운티 서밋 하이라이트의 노력
MCPS 학생들이 모델 UN 콘퍼런스를 통해 배운 국제적 문제
학생과의 타운홀 미팅, Ridgeview 중학교에서 시작

MCPS 뉴스
Montgomery 블루스 프로그램에서의 학생 자이브부터 Charlie Parker 그리고 Count
Basie 까지
School superintendent recommends site in Clarksburg Village for another
elementary school
Potomac Wins Award for Green Team 을 받은 Wood Acres 초등학교
시각장애, 청각 장애 및 기타 장애를 위한 Magical Gardens
More than 800 명 이상의 운전자가 학교 스쿨버스의 정지사인(stop sign)을 안 지켰
습니다

보도자료
MCPS 학생들의 Siemens Science Competition 에서의 높은 성적
교육감이 장기 계획 규정, Clarksburg 의 새 초등학교 장소 추천의 변경을 요청
하였습니다
MCPS 2014 졸업반의 SAT 점수가 올랐습니다
Cashell 초등학교가 2014 년도 National Blue Ribbon School 로 선정되었습니다
Montgomery County 교육 위원회 블로그의 최신 소식
자라나는 도전: 교육구의 갱신된 등록학생의 수
10 월 14 일 회의 모음: 등록, 마스터 플랜, 진로 준비
우리 주 정부가 일을 올바르게 하는지 물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