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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차보고서 발표
지난 학사연도의 중요한 것과 성취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연차보고서가 온라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7 년 MCPS 지역사회를 위한 연차 보고서가 온라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annualreport/2017/
이 연차보고서는 지난 학사연도의 중요한 업적과 중요한 점 등을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연차보고서는 학생의 성취와 MCPS 이 학생의 대학과 경력에서의 성공 준비를 위한 전략과
이전 리더십에서 새 교육감, Jack Smith 박사의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반영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연차보고서 사본에는 2016-2017 학사연도에 갱신한
교육위원회 정책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차보고서는 MCS 전략 계획에
연결된 교육구의 우선순위, 작년부터 시작한 업무와 프로그램, 학생의 학력을 반영하는
학습정보 증거와 함께 2016-2017 학사연도 여러 코스의 하이라이트를 월별 학교
하이라이트로 제공합니다.
연차보고서를 봅시다

새 학기 학부모 아카데미 워크숍의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 워크숍이 시작되었습니다. 학부모 아카데미는 사이버 안전, 대학 준비와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MCPS 학부모 아카데미는 아이들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 년 겨울 워크숍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학과 진학 계획, 불안한 아이들을 위한 대처방법,
사이버 안전과 소셜미디어, IEP 이해하기 등의 다양한 주제로 준비된 겨울 워크숍에 꼭
참석합시다.
학부모 아카데미는 무료입니다. 모든 워크숍에 탁아 서비스와 통역이 제공됩니다. 전 과목
안내는 학부모 아카데미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등록합시다.
https://stultzde.wufoo.com/forms/2018-winter-parent-academy-registration/
공헌상 후보자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매해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Montgomery County 의 공립교육에 깊은 공헌에
감사드리고자 책정되었습니다. 개인 또는 그룹이 후보가 될 수 있으며 추천서는 3 월 1 일
오후 5 시까지입니다.
Montgomery County, Board of Education 은 공립 교육에 공헌한 사람 또는 기관에게 주어지는
2017-2018 공립교육 공헌상(Distinguished Service to Public Education)의 후보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개인, 학생, 단체 그리고 기관의 공립교육에의
깊이 공헌을 알리고 감사드리고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의 범주 내에서 상이 주어집니다.







지역사회 개인 부문
지역사회 단체
사업체 부문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학교 자원봉사자 부문
선구자적인 개척자 부문:

“개인 선구자/개척자상"은 심도 있는 공헌을 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개인 또는 현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추천자의 공헌은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에 학교 교육에 이루어진 서비스와 공헌이어야 함)
그 외의 상은 과거 3 년 동안 아래와 같은 업적으로 MCPS 의 공립교육에 지속적인 서비스,
협조, 협력을 제공한 개인, 단체, 기업/사업체에게 제공합니다.




MCPS 프로그램에 현저하게 많은 시간, 전문적 능력으로 공헌한 경우.
모범적으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실행한 경우. 또는
시스템 전체에 유익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공헌한 경우.

추천서는 6 개국어로 교육위원회 웹사이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편으로의 추천서를
받고 싶은 분은 301-279-3617 로 전화하십시오.

추천서는 완성하여 3 월 1 일 오후 5 시까지 Board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기재 및 신청하시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제출해 주십시오.주소: Montgomery
County Board of Education, 850 Hungerford Dr., Room 123, Rockville, MD, 20850;팩스: 301279-3860, 이메일: Becky Gibson
추천서는 이곳을 봅시다.

여름방학의 기회 박람회가 2 월 28 일에 있습니다.
지역 및 학군 내의 다양한 여름학교 담당자가 여름캠프,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설명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여름방학 동안의 다양한 활동 기회에 대해 알려 드리는 '여름방학의 기회
설명회'가 오는 2 월 28 일(수)에 있습니다. 지역 및 학군 내의 다양한 여름학교 담당자가
여름캠프,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설명회에서 학부모님은 여름
프로그램 담당직원과 만나고 등록원서와 재정적 도움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는 오후 7 시부터 8 시 30 시까지 Rockville 소재 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주소:
850 Hungerford Drive)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웹사이트 또는 전화로 등록합시다. (전화:240-314-4825)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arentacademy/
교육위원회 학생회장 입후보 기간이 시작됩니다.
고등학생은 누구나 2018-2019 교육위원회 학생위원(SMOB)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1 월 25 일(목)입니다.
2018-2019 MCPS 교육위원회 학생회장 후보 지원은 1 월 25 일(목) 오후 5 시입니다. MCPS
중학교부터 12 학년까지의 학생은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후보는 10 학년 또는 11 학년
학생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과 후보 추천서는 이곳을 봅시다.

HBCU 박람회가 2 월 9 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60 개 이상의 역사적 흑인 대학의 담당자가 참여하며 정보와 학부모와 학생들의 질문에
답을 제공해줍니다.
제 10 회 유서깊은 흑인 종합대학과 단과대학(HBCU) 박람회가 Albert Einstein High
School(11135 Newport Mill Road, Kensington)에서 2 월 9 일(금) 오후 6 시-8 시에 있습니다.
행사장에서의 등록은 오후 4 시-7 시까지입니다.

이 무료 행사는 8 학년-12 학년 학생들이 60 개 이상의 HBCU 학교 담당자를 만날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HBCU 담당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와 질문에 답해 드립니다. 이 행사는
중학생과 학부모님께 대학 준비 워크숍을 제공하며 FAFSA 작성, 장학금에 관한 여러
정보를 또한 제공합니다.
여러 HBCU 담당자는 12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 인터뷰를 제공합니다. 학생은 인터뷰를
통하여 대학 지원서 비용의 면제와 장학금, 행사에서의 입학지원 등을 받을 기회도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은 필수입니다. 학교 카운슬러나 진학 및 진로 담당자(College and Career
Information Coordinator ) 또는 학교 카운슬러에게 연락하여 등록을 합시다.
이 행사에서의 자원봉사는 Marcia Johnson 씨에게 연락합시다.
Marcia_K_Johnson@mcpsmd.org
대학 박람회에서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요령
박람회 전





박람회
웹사이트(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amilysupport/hbcu/ )를
보시고(웹사이트)학교 카운슬러 또는 진학 및 진로 담당자(College and Career
Information Coordinator)를 통해 행사에 등록합시다.
대학 박람회에 참가하는 대학들을 확인한 후, 먼저 방문할 학교와 시간이 남을
경우에 방문할 학교로 분류합니다.
입학담당자에게 물어볼 질문을 작성해봅니다.

박람회에서






적절한 복장으로 갑니다.
안내 지도를 받고 가고 싶은 방들을 확인하여 어떻게 다닐 것인지를 계획합니다.
가장 방문하고 싶은 대학 중 10 개 이상을 방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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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행사는 MCPS 와 Montgomery County Branch of the NAACP 와 Washington Inter Alumni
Council of UNCF 가 후원합니다.

학생 전학 신청은 2 월 1 일부터입니다.
전학절차는 학생의 지정학교에서 COSA(Change of School Assignment) 양식과 과정 설명,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전학절차 안내서를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전학(Change of School Assignment-COSA)을 희망하는 학생의 신청이 2 월 1 일부터
시작됩니다. 전학과정은 학생의 지정학교에서 COSA 양식과 과정 설명,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전학 절차 안내를 픽업하면서 시작됩니다. COSA 안내서는 학교와
온라인에 준비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외국어 몰입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안내는 모든 초등학교와 온라인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Northeast Consortium (NEC), Downcounty Consortium (DCC), 중학교
메그넷 연합학군(Middle School Magnet Consortium-MSMC)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교
지정에 대한 안내는 Division of Consortia Choice and Application Program Services 로
전화(301-592-2040)하시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전학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 문의합시다.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언어서비스가 ASK MCPS(301-309-MCPS/6277)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