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11 월 제 2 호 퀵노트 뉴스레터
교육위원회가 2018-2019 학사일정을 승인하였습니다
결정된 2018-2019 학사일정에 따르면, 학교는 2018 년 9 월 4 일(화)에 개학하며 2019 년 6 월
13 일(목)에 마칩니다.
교육 위원회는 2018-2019 년도 학사일정을 승인하였습니다. 2018-2019 학년도는 2018 년
9 월 4 일(화)에 시작하여 2019 년 6 월 13 일(목)에 마치게 됩니다. 학사일정에는 182 일의
수업일과 짧아진 여름방학, 2 회의 교사 계획과 연수일, 로쉬 하샤나(Rosh Hashanah)와
얌키퍼(Yom Kippur)에 부합하는 행정일 2 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절 직후의 화요일 이전에 개학하지 않으며 6 월 15 일까지 학년도를 마친다는 Larry
Hogan 주지사의 2016 년 행정명령에 따라, MCPS 의 봄방학 기간이 줄었으며 비교습일이
4 일에서 2 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봄방학에서의 비교습일 이틀은 학기 중 비상시에
학교가 문을 닫을 경우에의 추가 교습일로 변경되었습니다.
2 회의 종일 비교습일인 계획/전문성 개발의 날은 제 2 성적산출기간 마지막 날인 1 월
28 일과 6 월 5 일이며 이날은 우연히 이드 알피트르의 날과 같은 날입니다. 학사일정에는
킨더가든부터 12 학년을 위한 조기하교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사 일정표 보기
자세한 안내는 이곳을 봅시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calendar/proposed-calendar-2018-19.aspx

MCPS 의 두 학교가 전국 블루리본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Farmland 초등학교와 Ronald McNail 초등학교가 제 38 과 39 번째 블루리본 상을 수상한
MCPS 학교가 되었습니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USDE)은 권위 있는 전국 블루리본 학교 상에 Farmland
초등학교와 Ronald McNair 초등학교를 선발하였습니다. 이 두 학교는 워싱턴 디씨에 있는
역사적인 Omni-Shoreham 에서 있었던 전국 44 개주와 디씨로부터 온 342 개 학교를
축하하는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각 학교 학생들은 독해/읽기와 수학에 높은 성취도를 보였으며 두 학교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의 학생 수가 현저하게 높은 학교입니다. Farmland 초등학교와 Ronald McNail
초등학교는 블루리본 상을 수상한 MCPS 제 38 과 39 번째 학교가 되었습니다.
두 학교는 2016 년 12 월에 메릴랜드 블루리본 학교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국
블루리본 학교 고려대상이 되어 이번에 전국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구 2 학년 학생들이 Strathmore 에서의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약 13,000 명의 MCPS 2 학년 학생들은 Strathmore 에서의 National Philharmonic 공연
초대받았습니다. 올해로 13 년째를 맞이하는 이 초대행사에서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Music: It's Element-ary"을 선사하였습니다. 이번 달 초, 12,000 명의 5 학년
학생들이 블루와 재즈 프로그램에 초대되었습니다. Strathmore 학생 콘서트는 음악을
사랑하도록 도와주며 학교에서 배운 음악적 개념을 강화해줍니다.
기사와 비디오 시청

11 월 18 일에 Montgomery 카운티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20 주년을 맞이하는 연례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는 140 개의 마칭밴드, 음악 그룹, 연극상연,
풍선과 고무조형물이 포함되었습니다.
Montgomery 카운티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올해로 20 주년을 맞이하며 11 월 18 일에서
있었습니다. 이 퍼레이드에는 140 개의 머칭밴드와 음악 연주그룹, 풍선과 고무조형물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퍼레이드는 Silver Spring 타운 내 Ellsworth Drive 와 Fenton Street 부터
시작하여 Georgia Avenue 남쪽 Silver Spring Avenue 입니다.
퍼레이드는 대학과 고등학교 마칭밴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풍선과 부조물, 연극
연주,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음악 그룹, 12 피트 크기의 퍼레이드 로고가 적힌 터키,
12 피트의 팬귄, 오토바이와 말을 탄 경찰, Montgomery 카운티 리크리에션의 12 피트 티렉스

공룡, 뷰티퀸, 소방차, 앤틱 자동차, 묘기를 보이는 강아지와 구조된 동물 등이 타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퍼레이드는 산타의 풍선이 홀리데이 음악을 연주하고 난장이가
캔디캔를 나눠주며 막을 내렸습니다. ABC7 Meteorologist Brian Van de Graaff 와 ABC7 교통
리포터인 Julie Wright 씨가 퍼레이드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www.silverspringdowntown.com
학부모 카페가 12 월 7 일(목)에 열립니다.
우리 교육구 한인 학부모님만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교육을 위한 워크숍이 12 월
7 일(목) Hoover 중학교에서 오후 6 시에 있습니다. 이 특별 행사는 무료이며, 간단한
저녁식사와 4 세 이상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서 자녀교육과 가족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합시다.
겨울이 옵니다: MCPS 안내를 항상 확인합시다.
교육구는 날씨에 따른 학교 휴교 및 지연 등교와 조기 하교를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신 소식을 받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겨울 날씨가 다가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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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PS 가 직접 휴대전화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학부모님은 또한 자녀 학교에 대한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MCPS 알리미(AlertMCPS) 구독
MCPS 케이블 방송 채널
MCPS 케이블 방송: Comcast 34 번, Verizon 36 번, RCN 89 번



녹음된 안내
301-279-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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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itter
영어: https://twitter.com/MCPS
스페인어: https://twitter.com/mcpsespanol



페이스북(Facebook)
영어: https://www.facebook.com/mcpsmd/
스페인어: https://www.facebook.com/mcpsespanol/



지방 라디오 및 TV 방송국



학교 또는 교육구에서의 연락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비상 연락 기록(emergency contact information)의 부모
전화번호 등이 최근에 작성된 기록인지 또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시다. 한국어로 써있을 경우에만 교육구의 한국어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안내가 제공됩니다.
비상상황에 따른 MCPS 행정 임시변경 안내를 받는 다양한 방법

겨울 나눔의 시기입니다: 코트 나누어주기 운동
프리킨더가든과 Head Start 사무실은 남자 아동과 여자 아동용 코트와 모자와 장갑 등
겨울용품의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프리 킨더가든/Head Start 프로그램은 새 겨울 코트의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남아와 여아 사이즈 5, 6, 6X, 7, 8 인 겨울 코트, 잠바와 겨울에 필요한 모자, 장갑 목도리
등의 겨울용품 기부를 받습니다. 기부는 Rocking Horse Road Center(주소: 4910 Macon Road,
Room 141, Rockville, MD 20852)에서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Lisa Conlon 씨 (301-230-0676)에게 전화문의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