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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r 교육감과 함께하는 커뮤니티의 날
Joshua Starr 교육감은 지역 및 학군을 돌며 교직원을 만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질문에 답하는 행사인 커뮤니티의 날을 새 학년도에 4 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각
커뮤니티의 날 마무리는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며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타운홀 회의로
오후 7 시 30 분에 개최됩니다.
첫 번째 커뮤니티의 날은 10 월 14 일(월) Clarksburg, Poolesville, Damascus, Gaithersburg,
Seneca Valley, Watkins Mill, Northwest, Quince Orchard 학군을 중심으로 개최됩니다.
타운홀 미팅은 Clarksburg High School 에서 오후 7 시 30 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타운홀 미팅에는 탁아 서비스와 통역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감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301-279-3100 으로 전화해주십시오.

학생과의 타운홀 미팅
Starr 박사는 3 개의 고등학교와 3 개의 중학교에서 6 회의 학생과의 타운홀 미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운홀 미팅은 10 월 17 일 Poolesville High School 에서
입니다.
학생 타운홀 미팅은 Starr 박사가 학생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학생들에게 직접 듣게
됩니다. 학생 타운홀 미팅은 교육위원회 학생의원인 Justin Kim 이 주관합니다. 타운홀
미팅의 MCPS 웹사이트에서 MCPS TV 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과의 타운홀 미팅

무료 숙제 핫라인이 준비되었습니다.
생방송인 숙제 핫라인(Homework Hotline Live!-HHL) 숙제 핫라인이 돌아왔습니다. 숙제
핫라인은 유치원부터 12 학년 학생의 숙제를 MCPS 교사가 도와주는 무료 방송입니다.
학생은 HHL 교사에게 화, 수, 목 오후 4 시-6 시에 전화로 월, 화, 수, 목 오후 4 시9 시는 온라인으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HHL 에 숙제를 문의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숙제에 대한 질문방법:
 301-279-3234 로 전화.
 HHL 웹사이트(AskHHL.org)를 방문하여 질문 접수.
 텍스트 메시지로 질문: 724-427-5445
 question@AskHHL.org 로 이메일.
 페이스북을 통해 질문. (facebook.com/AskHHL)
HHL 은 화, 수, 목 오후 4 시-9 시에 전화 문자, 이메일과 페이스북에 올라온 숙제
질문에 답해주며 화, 수 목의 질문은 TV 생방송으로 답해 줍니다. 그 외 시간에
접수되는 질문은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로 답해 줍니다.
HHL 은 MCPS-TV(Comcast 34, Verizon 36, RCN 89)와 MCPS 웹사이트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HHL 웹사이트

숙제: 부모가 어떻게 숙제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숙제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복습하고 배운 내용을 습득하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자녀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숙제를
도와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사, 학생, 부모님이 서로 협력하고 연락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다음 학부모 체크리스트는 자녀가 좋은 학습습관을 들이고 숙제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힌트를 제공합니다.
 부모님이 교육과 과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줍시다.
숙제를 하는 시간과 자녀의 목표를 정하고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며
숙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줍시다.
 길잡이가 됩시다. 자녀의 숙제를 직접 해주지 말고 지도를 해줍시다. 자녀에게
관리를 잘하여 앞으로 제출해야 할 과제물을 확인하고 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칩시다. 연습 문제를 주고 아이들의
작거나 큰 성취를 칭찬해줍시다.

 MCPS 에서 제공하는 무료 숙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알려줍시다.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자료와 설명은 이곳을 봅시다.
 자녀의 교사와 함께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교사와의 계속적인 연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자녀의
문제점에 대해 교사와 상의합시다. 교사면담에 꼭 참석하고 자녀의 진도를
알려주는 학교 오픈 하우스에 참석합시다. 자녀가 숙제나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어려워할 경우, 교사와 면담을 요청하여 문제해결방법을 상의합시다.
숙제 자료

학부모를 위한 교과과정 안내
올해 초등학생을 위한 향상된 교과과정인 커리큘럼 2.0 이 교육구 내 모든 유치원5 학년에 적용됩니다. 새 커리큘럼 적용의 일환으로 MCPS 는 모든 초등학교 학년별
학부모 안내서를 재구성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내서는 각 학년 프로그램의
개요와 학생이 배우게 될 미술, 수학, 음악, 체육, 영어/언어 영역, 과학, 사회탐구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학생에게 가르치는 사고력과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위한 학력의 하이라이트를 학생이 배우는 개념과 주제에 따라 각 성적 산출
기간마다 적어놓았습니다. 이 안내서의 정보는 부모님이 새 학년도에 자녀를 돕기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모든 유치원-5 학년 학부모님은 자녀 학교를 통해 안내서의 사본을
받아보시게 됩니다. 안내서(한국어 번역판 포함)는 각 학교와 온라인에 Adobe Acrobat
PDF 파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습 및 성취
커리큘럼 2.0

10 월 14 일에 있는 학교 ‘오픈 하우스’
시간을 비워둡시다! 모든 MCPS 학교는 콜럼버스날인 10 월 14 일(월), 학부모님이
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 오픈 하우스를 개최합니다. 참관수업 일인 이 오픈 하우스는
자녀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며 학교 교직원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자녀의 학교에 문의합시다.

고등학생을 위한 재정보조 워크숍
대학에 대해 궁금하고 어떻게 등록금을 내어야 하는지 걱정이 되신다면 올가을 MCPS
여러 고등학교에서 개최되는 무료 재정보조 워크숍에 참석합시다. 학부모와 학생은
재정보조가 무엇이며 어떤 재정적 도움이 가능하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는 배우게
됩니다. 첫 워크숍은 10 월 8 일(화) Springbrook High School 에서 있습니다.
재정보조 워크숍

Montgomery County 연례 지역사회 봉사의 날 행사에 참여합시다.
Montgomery County 는 10 월 26 일(토)을 27 회 연례 지역사회 봉사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MCPS 학생은 PTA 와 함께 또는 지역사회의 비영리 단체들이 준비한 봉사활동
프로젝트에 참여합시다. 프로젝트는 10 월 21 일-27 일 주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학교를
청소 또는 조경을 하거나 학습 박람회에서 봉사하기, 홈리스를 위한 걷기 대회에
참석하기 등 학생들이 자신의 열정과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의 봉사활동을 계획합시다.
이는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학생은 자신이 계획한
프로젝트를 Community Service Day 웹사이트에 올리거나 자원봉사활동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가하는 학생은 학생 봉사학습활동시간(SSL)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봉사의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