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학년을 멋지게 시작합시다! 

8 월 25 일(월)부터 MCPS 가 기록적인 학생수와 함께 2014-2015 학년도를 시작 

하였습니다. 작년도인 2013-2014 학사연도보다 2,800명 증가한 154,000명 이상의 

학생이 우리 교육구의 202개 학교에 등록하였습니다. 과거 5년 동안 저희 교육구 

등록 학생 수는 10,000 명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8-2019 년도에는 등록 학생수가 

159,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CPS는 23명의 새 교장 선생님과 

800명의 새 선생님을 모시고 새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MCPS는 올해 교육구의 학교 교실에 랩탑과 태블릿을 배치하는 새로운 테크놀로 

지 주도안을 시작합니다. 이 주도안은 고등학교 사회과목 학급과 모든 3 학년 

5 학년 6 학년 반에 주로 Google Chromebook 을 올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계는 

학기 중 세 번에 걸쳐 배치하게 되며 앞으로 다른 학년과 학과목에도 기계를 배치 

하게 됩니다. 

이 주도안의 목표는 테크놀로지 사용을 통해 교습과 학습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교육과 개별 교습에 더욱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테크놀로지 주도안을 

통해 클라우드에 기반을 둔 학습 플랫폼을 사용하여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작년도에 몇 학교에서 시범으로 

운용되었으며, MCPS 교사들은 여름방학 동안 이 기기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한 

연수 및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여러분을 월요일에 있는 첫 등교일 사진 모집에 여러분을 초  

합니다. MCPS 는 지금까지 100 개 이상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첫 등교일 사진은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개학일인 월요일 이전에, 5,000 명 이상의 학생과 학생 가족이 Rockville 에 있는 

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에서 8월 23일에 개최된 백투스쿨 페어에 참석 

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은 MCPS 교직원을 통해 학교와 교육구 프로그램에 해서 배우고 

지역사회 자료에 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학생과 지역사회 팀의 연주와 무료 건강 

검진, 아이를 위한 엔터테이먼트와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비디오 시청) 학생들은 MCPS TV 를 통해 새 학기 시작에 한 기 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디오 메시지는 이곳을 봅시다. 

MCPS 책가방 캠페인을 후원해 주신 Montgomery 카운티 사업체,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개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MCPS는 학용품을 담은 

책가방을 20,000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가방은 51개의 학교에 보내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MCPS Moment에서 '학교 개학일'을 시청합시다 

시간을 비워둡시다!  

제 3회 '우리 학교의 현주소(State of the Schools)'가 11월 11일에 있습니다.     

교육감 Joshua Starr 박사가 우리 학교와 교육구의 다양한 소식을 보고하는 행사인 

제 3차 ‘우리 학교의 현주소’가 11월 11일(화) The Music Center at Strathmore에서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무료이며 MCPS 학생들의 작품과 공연이 함께 제공됩니다. 

이 행사에서 Starr 박사는 모든 학생이 성공적인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전과 학생과 교직원의 성공에 한 하이라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자세한 안내와 RSVP는 www.mcpsstateoftheschools.org를 봅시다.  

새 학년도의 새로 시작 : 재활용 점심 런치 트레이    

우리 교육구의 환경관리에 책임지는 주인의식으로의 헌신에 한 역사는 1970년 

부터 35년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MCPS는 지속적인 환경 지킴이로서 전국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구는 2013년 미국 District Sustainability Award와 4개의 National Green Ribbon 

School 상을 포함한 몇 가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 MCPS 는 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하여 모든 학교에서 점심 런치 

트레이를 재활용 종이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새롭게 재활용 가능한 점심 런치 

트레이가 전에 사용하던 플라스틱 트레이를 체하게 됩니다. 전에 재활용 종이로 



만든 런치 트레이로 체하는 비용은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그러나 MCPS의 Division of Food and Nutrition Services는 제조사와 다른 전국의 

교육구와의 협력을 통해 비용을 감당할 만한 높은 수준의 런치 트레이를 교육구 

전체의 학교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CPS 학교 에너지와 재활용팀은 모든 MCPS 학교와 함께 런치 트레이가 확실히 

재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CPS 환경적 지속성 계획에 해 알아봅시다. 

MCPS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행동 규범 

안전하고 결실이 있으며 긍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을 위해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학교 규칙 및 규율과 학생에게 
기 되는 지침 그리고 규율을 어겼을 경우 있게 되는 결과에 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두 가지의 책자를 준비하였습니다. 

‘학생의 권리와 의무’는 MCPS 에서 학생이 누리는 권리와 의무에 한 개요와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법과 규정을 간추려 실었습니다. 

MCPS ‘행동 규범’은 2014-2015년도 새롭게 발간되는 책자입니다. 이 '행동 규범'은 

훈육조치와 규약에 해서 그리고 다양한 정책, 규정, 규칙을 어겼을 경우 학생이 

직면하게 될 결과를 정도에 따라 정리하여 설명합니다. 이 안내서는 또한 훈육과 

다양한 훈육조치에 한 정의와 규정 철학에 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MCPS 가족 모두는 이 안내서의 사본을 학교를 통해 받아보시게 됩니다. 학부모와 

후견인 여러분은 이 책자를 학생과 함께 보시고 권리와 의무에 해 그리고 

교육구가 기 하는 행동규범에 해 함께 이해해 봅시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각 

학교의 행정담당에게 문의합시다. 

자세한 내용 

우리 학교의 안전유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공헌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공하는 작은 정보로 청소년 범죄, 약물, 알코올 남용, 갱 문제 등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MCPS 에는 협박이나 

안전에 한 위협을 보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밀을 보장하는 Safe Schools 



Hotline(안전한 학교 핫라인)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7일 연결되는 비상전화로 

전화합시다. 의심스럽거나 수상한 일을 듣거나 본 학생은 Text-a-Tip to 274637 

(CRIMES)로 보고 합시다.  

학부모님 여러분께 MCPS 안전수칙에 해 설명한 안전과 보안 웹사이트를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웹사이트 비디오는 락다운(행동 제재), 이바큐에이트( 피) 

그리고 셸터(보호)를 포함한 학교에서의 안전수칙에 해 설명합니다. 또한 사이버 

안전, 비상준비 책 외에 다양한 학교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CPS는 또한 학교 공공건물, 학교 통학버스, 학교 후원 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생 

들에 한 모든 집단 따돌림/괴롭힘, 희롱, 협박에 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신고 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왕따는 언어 행위, 신체적 행위, 서면으로의 행위 

(전자기기를 통한 텍스트/문자 메세지 등을 포함)를 말하며 학생, 학부모, 가까운 

친척이나 교직원이 이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희롱 및 협박 행위 및 집단 

따돌림/괴롭힘 보고양식(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porting Form)을 

작성하시어 학교장에게 제출합니다.  

연합학군과 특별 지원 프로그램에 해 더 알아봅시다. 

9 월과 10 월에 Northeast(NEC)와 Downcounty(DCC) 연합학군과 고등학교 지원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선택에 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NEC와 DCC 학군 

에 거주하는 8학년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 선택, 연합학군 그리고 Choice 과정, 

학생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에 한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지원서는 각 학교와 

MCPS 웹사이트를 통해 받게 됩니다.  

10월은 또한 Centers for the Highly Gifted(영재 프로그램)에의 지원을 원하는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설명회도 개최됩니다. 지원서는 각 가정에 9월에 우송되며 

웹사이트에 준비됩니다. 9월과 10월에는 5학년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중학교 

메그넷 연합학군(Middle School Magnet Consortium)과 중학교 지원프로그램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지원서가 학교와 MCPS 웹사이트에 9월 말에 준비됩니다. 

MCPS 뉴스 

몇 분 정도 시간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MCPS에 관한 최근 뉴스제목, 비디오, 

보도자료를 꼭 확인합시다.  



비디오  

Welcome Back Students! 
즐거운 MCPS 백투스쿨 축제의 날 
개학 준비가 되었습니다!—여름 동안 MCPS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봅시다.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의장이 보내는 개학인사를 열어봅시다.  
MCPS의 새 교육자를 소개합니다. 
 
MCPS 뉴스 

Montgomery에서의 첫 학기가 시작됩니다. 
Montgomery 교육구에서 시작하게 되는 주도안과 기록적인 수의 등록 
연례 백투스클 축제는 즐거움과 정보 그리고 건강이 함께 하였습니다. 
202회 Montgomery 교육구 개학일 
기록적인 수의 학생을 환영한 MCPS 
Montgomery County 학교에서 바뀐 행동 규범 
 

보도자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 훈육 정책을 갱신하기 위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MCPS 학생들 
몇 천 명이 참여한 MCPS 백투스쿨 
Gold LEED 증서를 받은 Beverly Farms 초등학교 
MCPS 졸업생의 ACT 점수 향상 
 
기타 이야기 
 

새 MCPS Chief Academic Officer Maria Navarro씨를 만나봅시다. 

Wilson Wims Elementary SchoolSean McGee 교장에게의 5가지 질문 
 

알고 있나요? 

MCPS 는 2,500 만 스퀘어 피트의 건물공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427 개의 

풋볼 필드보다 넓은 크기입니다. 

올 여름, MCPS 는 120 만 개의 연필을 준비하여 비치해 두었습니다. 이 연필을 

연결하면 D.C.끝에서 필라델피아 끝까지 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