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1 월 제 2 호 퀵노트 뉴스레터
2019 회계연도 예산안: 자세히 알아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MCPS 행정예산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12 월 19 일, 교육감 Jack Smith 박사는 25 억 9 천만 불의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안
하였습니다. MCPS 는 예산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구는
학부모님과 학생들 그리고 지역사회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구의 예산에 관해 이해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자료는 MCPS 예산 웹사이트를 봅시다.
MCPS 교육예산의 중요성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 및 관점을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카운티 군수와 Montgomery 카운티 의회에 이메일, 편지, 증언 등을 통해
알립시다. 교육위원회의 예산안 공청회는 1 월 4 일과 1 월 10 일 6 시 30 분에, 예산 회의는
1 월 18 일과 1 월 25 일 오후 5 시에 갖고 예산안은 2 월 13 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교육위원회에서의 의견제시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boe/community/participation.aspx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다음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 예산안 웹사이트
2019 회계연도 예산 요약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uploadedFiles/departments/budget/fy2019/MCPSBudget-Flyer-2019-12-18-17-FINAL.pdf
교육감 Jack Smith 의 예산안 발표는 이곳을 봅시다.
http://mcpsmd.swagit.com/play/12192017-1991

대학과 진로 준비의 밤이 1 월 17 일에 있습니다.
이 행사는 6 학년부터 12 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Gaithersburg 고등학교에서
있습니다.1 월 17 일(수)에 있는 진로와 미래의 성공을 미리 준비하는 행사인 대학과 진로 준비의 밤College & Career Readiness Night 에 6 학년부터 12 학년 학생과 학부모님을 초대합니다. 이
행사는 원래 1 월 11 일에 에정되어 있던 것으로 MCPS 가 Montgomery County Council of
PTAs 와 함께 진행하는 행사로 대학과 진로의 준비 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MCPS 가 제공하는 기회와 자료, 마감일 등의 일정을 알아보고 MCPS
졸업생의 관점을 함께 들어봅시다.
행사는 1 월 17 일(목) 오후 6 시 30 분부터 8 시 45 분까지 Gaithersburg 소재 Gaithersburg
고등학교(주소: 101 Education Blvd)에서 있습니다. 눈이 올 경우는 1 월 25 일로 연기합니다.
이곳을 통해 참석을 알립시다.

교육의 공평성에 관한 포럼이 1 월 27 일에 있습니다.
이 행사는 교육자와 사업가, 정부 직원 간의 토론의 장으로서 George B. Thomas, Sr. Learning
Academy 가 주관합니다. Montgomery 카운티에서의 교육에 관한 토론은 1 월 27 일(토) Rockville 에 있는 Universities
at Shady Grove 에서 있습니다. 교육자, 정부 직원과 사업가들의 소통의 장이 될 교육의
공평성에 관한 포럼이 George B. Thomas, Sr. Learning Academy 에서 제공됩니다.
주요 초대연사는 전국 교육연맹(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의 Princess Moss 씨,
secretary-treasurer 와 Montgomery College 학장인 DeRionne Pollard 박사이며 초청 연사로는
MCPS 교육감 Jack Smith 박사, Montgomery 카운티 Isiah Leggett 군수, Montgomery 카운티
의회 Craig Rice 의원과 Pepco Holdings 의 기업관련 부사장 Debbi Jarvis 씨입니다.
이 행사는 오전 8 시 30 분부터 11 시 30 분까지 (아침 식사와 네트워킹의 기회는 오전 8 시
30 분부터 9 시 30 분)이며 비용은 일인당 40 불입니다. 스폰서십의 기회도 있습니다.
George B. Thomas, Sr. Learning Academy 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은 Montgomery 카운티 내
킨더가든에서 12 학년까지의 모든 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의 개인교습과 학습에 대한 도움을
12 개의 장소에서 제공하는 토요학교입니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301-287-8980 으로 전화하시거나 Saturday School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www.saturdayschool.org/
교육에서의 공평성 포럼 안내

코믹 컨벤션(MoComCon)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몽고메리 코믹 컨벤션, MoComCon 은 1 월 27 일(토) Silver Spring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코믹콘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무료 행사로, 워크숍, 프로그램, 전시와 코스프레의 기회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ontgomery 카운티 공립 도서관(MCPL)은 1 월 27 일 11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Silver Spring
도서관에서 제 2 회 MoComCon, 즉 만화 등장인물의 복장을 하고 모이는 코믹콘을
개최합니다. (주소: 900 Wayne Avenue in Silver Spring) 눈이 올 경우는 2 월 10 일로
연기합니다.
이 무료행사는 코믹 컨벤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베테랑 코믹 컨벤션 참가자뿐만 아니라
첫 참가자와 만화와 코믹에 관심이 있는 모든 연령을 초대합니다. 행사는 다양한 패널들과
워크숍, 프로그램, 전시, 출품자를 포함하며 코스프레의 기회도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곳을 봅시다.
http://montgomerycountymd.gov/library/programs/mocomcon/
행사에는:








수퍼히어로가 들려주는 스토리 타임: 오전 10 시 30 분
FutureMakers 의 빛 지팡이 (모든 나이 대상)
Jason Bunyan 씨의 일러스트레이션 기초반 (십대 대상)
발표 또는 참가자: Marc Tyler Nobleman, Matthew Winner 와 지역 작가와의 이야기 장
Harry Potter 를 주제로 하는 탈출의 방(Escape Room)
DIY 드레곤알 만들기
상품이 준비된 코스프레 콘테스트(아동, 십대, 성인 대상)

MoComCon 에 따른 여러 행사가 1 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곳을 봅시다.
Choose Respect 비디오 PSA 경연대회가 작품을 모집합니다.
이 경연대회는 6 학년부터 12 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독창적인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도전이 되며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책정된 경연대회입니다.
제 9 회 연례 Choose Respect Montgomery 비디오 PSA 경연대회는 비디오 작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경연대회는 십대가 만든 공공 광고 비디오를 통해 십대의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회입니다. 이 경연대회는 6 학년부터 12 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혼자 또는 그룹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출 마감일은 2018 년 3 월
16 일(금)입니다. 우승자는 2018 년 4 월 15 일 Choose Respect 건강한 십대 데이트
컴퍼런스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곳을 봅시다.
http://www.montgomerycountymd.gov/fjc/chooserespect.html

Gaithersburg 북페스티벌, Junior Achievement 에세이 경연대회가 고등학생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두종류의 에세이 경연대회에서 몇천 불의 상금을 제공합니다. 작품 마감일은 2 월 22 일과
23 일입니다. MCPS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문학 경연대회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Gaithersburg 북 페스티벌
올해로 2 년째 연속으로 Gaithersburg Book Festival 은 고등학생들에게 단편 경연대회를 통해
자신의 창의적인 글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2, 3 등에게는 각각
상금이 제공됩니다.
단편은 1,000 자 미만으로 웹사이트 양식(web form)을 통해 2018 년 2 월 22 일(목) 자정
12 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대회 규칙과 규정은 온라인을 봅시다.
최종 후보로 뽑힌 최대 12 개까지의 글이 북페스티벌 전에 Gaithersburg Book 웹사이트에
게재됩니다. 매해 열리는 책, 작가, 문학의 우수함을 축하하는 이 행사는 2018 년 5 월
19 일(토) Gaithersburg City Hall 앞에서 개최됩니다.
Junior Achievement 프로그램
2018 년 Junior Achievement 에세이 콘테스트가 지원작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은
2018 년 2 월 23 일(금)까지 1,000-1,500 자의 에세이를 제출합시다.
올해의 주제는 “빌게이트와 마크 저커버그를 포함한 위대한 기업가 중에는 학위를 따기
전에 대학을 중퇴한 경우가 있습니다. ( Several great entrepreneurs, including Bill Gates and
Mark Zuckerberg, dropped out of college before getting their degrees.) 대학 교육이 자신의 미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How important do you think a college education is to
your future success?)”
제출된 작품은 창의성과 독창성, 설득력, 문법과 스펠링, 주제의 이해도,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적절 여부를 평가받게 됩니다. 최우수 작은 20,000 불, 1, 2, 3 등은 각각
10,000 불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www.JAessay.org
안전유지연합(Keeping It Safe)에서 십대 알코올 사용의 위험을 알리는 비디오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경연대회는 2 명 이상으로 구성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작품을 1 월 22 일부터
2 월 2 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Keeping It SAFE: 21 세 미만의 알코올예방협회는 연례 비디오 경연대회를 후원하여 21 세
미만의 알코올 사용의 위험을 알리는 공공 메시지를 담은 30 초 비디오를 모집합니다.
이 경연대회는 2 명 이상으로 구성된 Montgomery 카운티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긴 팀에 따라 100 불부터 1,000 불까지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작품을
2018 년 1 월 22 일부터 2 월 2 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Keeping It SAFE: 21 세 미만의 알코올예방협회는 미성년자의 알코올 사용을 막고, 청소년의
알코올에 대한 접근을 줄이며 21 세 미만 청소년의 알코올에 의한 영향 줄이기를 목표로
하여 창립된 독립협회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경연대회 규칙은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www.montgomerycountymd.gov/dlc/education/kis/coalition/
학생들은 가정과 자신의 컴퓨터에 무료로 Microsoft Office 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구 학생들은 누구나 5 개까지의 컴퓨터 등 기기에 Microsoft Office Suite 를 다운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Maryland 교육부와 Microsoft 는 모든 학생이 Microsoft Office software suite 의 최신 버전,
Office 365 ProPlus 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Office 365
ProPlus 에는 Outlook, Word, Excel and PowerPoint 등을 포함한 모든 Microsoft 이 포함되어
있으며 온라인 Office 파일을 만들고 저장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공동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은 Microsoft Office software 를 컴퓨터 등의 기기에 무료로 5 대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내려받을 수 있는 기기는 PC, Mac, 타블릿 또는 전화 등 다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다운로드 방법을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par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