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2 월 12 일 퀵노트 뉴스레터
2019-2020 학사연도의 마지막 수업일이 6 월 14 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최근의 날씨로 MCPS 는 3 일의 휴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8-2019 MCPS
학사일정에는 182 일의 교습일과 Maryland 주에서 요구한 비상시 휴교일 2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휴교로 인하여 MCPS 가 메릴랜드주의 교습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하루를 추가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학사일정은 2019 년 6 월 14 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일에 모든 학생은 반나절 수업으로 조기 하교 합니다.
날씨에 따른 비상상황으로 학교가 추가로 휴교할 경우, 추가 조정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날씨 등의 비상 상황으로 네 번째 학교수업일 중단이 야기될 경우, 다음 추가
수업일은 2019 년 6 월 5 일, 수요일입니다. MCPS 는 계속 날씨에 관해 모니터하여
학사일정에 영향을 줄 경우,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PS 학사일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

2 월 6 일 성적표 배부
부모님, 자녀 성적표가 2 월 6 일에 도착합니다. 이후 성적표 발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월 16 일
 6 월 24 일
중고등학교 학부모님은 자녀의 성적을 myMCPS 학부모 포털을 통해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님도 자녀의 성적표와 출결석을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외국어 몰입교육 프로그램 지원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가 외국어 몰입교육 지원서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2019-2020 학사연도
지원서 마감일은 2019 년 4 월 26 일(금)입니다.
외국어 몰입교육 프로그램은 유치원부터 시작되며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구에서는 카운티 내 7 개의 초등학교에서
스페인어(초등학교 세 곳), 불어(초등학교 두 곳), 중국어(초등학교 두 곳) 외국어
몰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어 몰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두 곳과
스페인어 학교 한 곳은 전체 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몰입교육은
읽기/언어영역을 포함한 모든 주요과목을 몰입교육 목표 언어로 교습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프로그램 초등학교 중 두 개의 학교와 두 개의 중국어 프로그램은 부분
몰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부분 몰입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주요 과목의
일부를 몰입교육 언어로 교습합니다.
초등학교 외국어 몰입교육 프로그램(elementary immersion programs)에 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서 출력은 Immersion Interest Form 을 통해 내려받으시거나, Special
Programs 웹사이트를 봅시다. 외국어 몰입교육 양식은 각 초등학교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추첨에 대한 특수교육 학생의 지원을 환영합니다. 추첨에 참여한 모든 학생의
추첨결과는 5 월 중순에 알려 드립니다. 프로그램에 선발되지 않은 학생은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학생은 무작위순으로 대기자 명단에 등록되며 자리가 생길
경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Division of Consortia Choice and Application Program Services
(DCCAPS)(240-740-2540)로 전화합시다.
초등학교 몰입교육 프로그램
초등학교 몰입교육 프로그램 설명회의 일정

MCPS 여름방학 활동의 기회 박람회
3 월 7 일에 있는 박람회에서 학부모님은 취학 연령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여름방학 학습과 활동의 기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 및 학군 내의 다양한
여름학교 담당자가 여름캠프, 프로그램,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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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arentacademy/, 전화:240314-4825)
Montgomery 카운티 여름 캠프가 등록을 준비합니다.
Montgomery County Recreation 은 수백 종류의 수준 높은 여름 캠프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위치한 여러 장소에서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름 캠프가
조기 마감되니 일찍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캠프 안내책자를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Recreation 웹사이트를 봅시다. 여름캠프 안내책자는 인근 수영장이나 커뮤니티
레크리에이션 센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름캠프 등록은 1 월 22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www.ActiveMONTGOMERY.org
자세한 안내는 Montgomery County Recreation 으로 문의합시다. (전화:240-777-6840)
올해의 카운슬러 후보자 추천
학생을 돕고 동료와 학생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며 우수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카운슬러를 알고 계십니까? MCPS 올해의 카운슬러를 선발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 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각각 한 명의 열심히 일을 하시는 능력있고
헌신적인 카운슬러 선생님께 드리는 상입니다. 교직원, 행정 담당, 학부모와 학생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 후보는 MCPS 에서 카운슬러로 일하고 있으며 교육구에서 3 년 이상 근무한
정직원이어야 합니다. 후보자는 학생의 개별적 필요를 알고 학생의 재능을 격려하고
자존감을 키워주며, 동료, 학생, 학생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조성하며
데이터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창출하는 훌륭한 리더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추천서는 이곳을 봅시다.
추천 마감일은 2 월 15 일(금)이며, 추천받은 사람의 지원서 마감은 3 월 29 일(금)
오후 4 시까지입니다. 추천서류는 Google Docs 로 Jennifer Hitchcock, School
Counseling Services, Office of Student and Family Support and Engagement 에게
보냅시다.

문의는 240-740-5641 으로 합시다.
올해의 카운슬러상
School Counseling Services
학부모님을 위한 특수교육 워크숍이 2 월 20 일부터 있습니다.
MCPS 는 2 월 20 일(수) 학부모님/후견인을 위한 특수교육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행사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세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로의 진학 전환 서비스
대체 학습방법으로 학생 돕기
불안장애가 있는 학생을 돕는 방법
커뮤니티 내에서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 전략
보편적 학습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특수교육 혜택 여부

워크숍은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에서 오후 7 시-8 시 30 분에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한국어 통역을 제공합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합시다.
코지 은남디(Kojo Nnamdi)씨가 학교에서의 다양성과 성취도 차이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WAMU 88.5 방송의 Kojo Nnamdi 씨는 2 월 26 일(화), 타운홀 형태로 다양성과 성취도
차이에 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 행사는 Silver Spring Civic Building(1 Veterans Place, Silver Spring)에서 오후 6 시8 시에 있습니다. 입장은 6 시부터이며 6 시 30 분부터의 패널 토론에는 교육감 Jack
Smith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토론 주제는 MCPS 학교의 학생 수 초과, 성취도
차이와 학군 경계선 등입니다.
행사는 The Kojo Nnamdi Show 20 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곳
을 봅시다.

행사는 공공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만 사전예약이 꼭 필요합니다. 예약 없이 오실
경우, 자리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은 이곳에서 합시다. 탁아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