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3 월 1 일
안전과 보안에 관한 대화의 장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MCPS 와 Montgomery County Council of Parent-Teacher Associations (MCCPTA)는
안전과 보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티 대화의 장을 개최합니다.
이 대화의 장은 MCPS 보안 담당장인 Ed Clarke 씨와 MCPS 정신건강 서비스
디렉터인 Christina Conolly 박사가 함께 주관합니다. 이번 대화의 장에서는 학교의
안전문제, 학생의 정신건강문제 그리고 학교에서의 비상상황 대처 방법인 락다운
옵션 프로토콜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커뮤니티 대화 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월 5 일(목), 오후 7 시-8 시 30 분
Silver Creek 중학교
3701 Saul Road, Kensington, MD 20895
3 월 13 일(수) 오후 7 시-8 시 30 분
Paint Branch High School
14121 Old Columbia Pike, Burtonsville, MD 20866
(목)3 월 21 일 오후 7 시-8 시 30 분
Northwood 고등학교 - 카페테리아
919 University Blvd., West Silver Spring, MD 20901
3 월 26 일(화), 오후 7 시-8 시 30 분
Clarksburg 고등학교 - 카페테리아
22500 Wims Road, Clarksburg, MD 20871
이곳을 통해 참석을 알립시다. (RSVP)
MCPS 안전과 보안에 관한 자세한 정보 링크
올인: 왜 내가 MCPS 를 사랑하는 이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 형성되고 다듬어진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사랑의 많은 부분은 포기하지 않음에서 완성된다.
—앨버트 앨리스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자주 사용되어지면서도 무심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I love this, 난 이것이 좋아" 또는 "I don't love that,난 이것이
싫어"라는 말을 별 생각없이 말하고는 합니다.
제 5 살짜리 손주, 헨리는 저에게 스시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하고, 정말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 같이 먹고는 합니다. 반면에 30 살이 된 제 딸 맥이 어릴 적에 저와 제 처,
게일에게 화가 날 때면, 단호하게 저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글을 쓰고는
했습니다. 그 글은 항상 개구리 그림이 그려진 종이에 적혀있곤 했습니다. 그 개구리
종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을 웃게 만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 사이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2 월에 저희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우리가 우리
교육구에서 사랑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저는 애착(attachment), 존경(admiration),
열정(enthusiasm), 공동의 관심사(common interests), 선의적 관심/고민(benevolent
concern)이라는 의미에서의 사랑에 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MCPS 는 중요 가치인, 존중, 관계, 공평성, 우수함과 학습에 깊이 뿌리 내리고
연결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모든 부서의 교직원은 이 가치들이 학생들의 학습
증진과 사회적 정신적 건강을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치들이 우리 교육구의 일상 업무에 여러 방법으로 많이 반영되고
사용되고 있는 이 교육구를 사랑합니다.
저는 MCPS 의 학생들이 자신의 희망, 꿈, 불안과 신념에 대하여 서로에게 그리고
어른들에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강하고 활동적인 학생들이라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며 가치 있게 여기는 성인들이 있는
우리 교육구를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존중의 문화는 학부모, 가족과 커뮤니티의
의견에도 부여됩니다. 모두의 의견은 존중 되어져야 하며 모든 시각이 전체에
도움이 되기때문입니다.
저는 공교육의 가치를 믿고 열정을 다해 공교육을 후원하고 돕는 커뮤니티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주민이 학생들을 이해하고 모든 학생을

돕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동을 위한 수준 높은 탁아 서비스와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그 한 예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언어는 장점이지
넘어야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고 믿는 가족과 학교 교직원이 많은 것을 사랑합니다.
헌신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으로 부터 우수한 학업과 행정능력까지 갖춘 우리
교육구는 감탄할 만한 훌륭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교직원들이
돌보고 있는 각 학생들의 최선을 위하여 고민하고 학생의 학업과 신체, 사회적,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사랑합니다.
MCPS 와 이 커뮤니티의 특징 중 제일 사랑스러운 것은 아마도 ALL MEANS ALL,
모두는 우리 모두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믿는 방대한 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대부분이 아닌 모든 학생에게 기회와 문은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대부분이 아닌 모든 학생이 공평하고 다양하며 같은 기회가 보장되는 우수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육구가 완벽한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구가 잘못되었거나 망가져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육구가 더 나아질 부분이 있나요? 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나아져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향상이
제가 기대하고 지향하는 모델입니다.
저는 매일 207 개의 학교에서, 그리고 많은 부서와 사무실에서, 학생의 복지, 또 학생
모두에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습을 보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음을 사랑합니다. 이 열정과 헌신은 저를 고양시키고, 제가
더 나은 교육자와 대변자가 될수 있도록 저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MCPS 를 얼마나 사랑합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열정을 다해, "많이, 정말
많이!"라고 대답합니다.

교육위원회가 2020 회계연도 교육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화요일(6 월 일) 만장일치로 2020 학사연도 교육구 행정예산,
26 억 6 천만 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는 2019 회계연도보다 인상한 6,556 만 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통해 MCPS 는 증가하는 학생을 관리하고 높은 수준의
성취를 유지하며, 기회의 차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인상된 6,556 만 불의 대부분은
증가한 학생 수에 따른 필요를 충족하고, 행정적 기능을 향상하며, 지속적인 월급과
베네핏을 충당하고 기회의 불균등을 줄이며 학생 모두가 학업적으로 우수해질 수
있도록 하는 주요 분야에 투자하게 됩니다. 예산에는 우수한 학업과 커리어로의
기회 향상, 연장 학습, 언어 학습의 기회,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인 정신 건강에 대한

초점, 효과적이고 다양한 직원 고용과 유지, 행정적 향상과 같은 교육구의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예산은 이곳을
클릭하여 봅시다.

나의 꿈꾸는 교실을 디자인하는 Design Your Dream Classroom 대회 마감일은 3 월
15 일입니다.
United We Learn: 올해의 미래의 학교라는 주제의 작품 제출 마감일이 2 주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의 경연대회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습공간을 디자인하도록 하고 물리적
환경이 학생 개인의 학습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연대회는 2018 년 11 월에 학생과 교직원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그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교습공간의 사용 내역과 미래에 소망하는 학교와
교실에 대한 기대에 부합한 것입니다. 설문조사에서 자주 거론된 항목에는 색, 조명,
가구, 테크놀로지와 보안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우리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연대회는 학생들이 소망하는
미래의 학습공간을 디자인할 때 설문조사에서 수렴된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경연대회의 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우리 교육구의 미래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칠 수
도 있습니다. 마감일은 3 월 15 일(금)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자세한 설명은 비디오를 봅시다.

여름방학의 기회 박람회의 새 날짜와 장소
3 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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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까지 Rockville 소재 Richard Montgomery
High School(250 Richard Montgomery Dr.)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웹사이트 또는
전화로 등록합시다. (전화:240-314-4825)
삶에 약간의 드라마는 어떤가요? 연극과 뮤지컬을 관람합시다.

교육구 전체, 봄 중학교와 고등학교 연극/뮤지컬 공연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5 월에 있는 멋진 연극과 뮤지컬을 관람을 계획합시다. 라이온킹 주니어판(The Lion
King, Jr), 금발이 너무해 주니어판(Legally Blonde, Jr) 부터 웨스트사이드
스토리(West Side Story)와 프리키 프라이데이(Freaky Friday)까지,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9 년 봄 고등학교 연극, 뮤지컬 공연
2019 년 봄 중학교 연극, 뮤지컬 공연

Rockville 시는 Opioid Epidemic 에 관한 토론의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Rockville 시는 Rockville Goes Purple initiative to increase awareness about the opioid
epidemic.
행사는 3 월 7 일(목) 오후 7 시 Rockville Civic Center Park 에 있는 F. Scott Fitzgerald
Theatre 에서 있습니다. 입장은 오후 6 시 30 분부터 시작합니다.
초대 연사는 전 프로 농구선수, Chris Herren 씨로 중독으로 힘들었던 자신에 관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Boston College 에서 농구선수로의 커리어를 시작한 크리스는 약물 테스트에서 여러
번 떨어지며 Fresno 주립대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는 NBA 에서
활약이라는 자신의 꿈을 알게 되고, 1999 년 Denver Nuggets 에 입단하고 2000 년
자신의 홈타운 팀인 Boston Celtics 로 트레이드하게 됩니다. 시즌 말에 찾아온 부상을
극복하고 크리스는 이탈리아, 폴랜드, 터키, 중국과 이란에서 활약했습니다.
The F. Scott Fitzgerald Theatre 는 603 Edmonston Dr., Rockville 에 있습니다.

킨더가든 오리엔테이션이 4 월 1 일부터 시작됩니다.
유치원 오리엔테이션이 2019 년 4 월 1 일-5 월 24 일 2019-2020 학년도에 유치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과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학부모와 학생은 교장선생님과 유치원 교사, 그리고 학교 교직원을 만나게 됩니다.
학부모님은 학교 행정 절차 및 프로그램에 관하여 문의하고 학생 등록과 중요한
양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이 오리엔테이션은 학생들에게 학교 환경에 익숙해
지도록 돕습니다.

2019 년 9 월 1 일 혹은 그 이전에 5 세가 된 자녀는 유치원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은 해당 학교에 전화하셔서 등록을 위한 예약과 유치원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거주지에 따른 지정학교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Boundaries Office 전화 240-3144700(오전 9 시-12 시)으로 문의하시거나 MCPS 웹사이트에 있는 School Assignment
Locator 로 확인합시다.
유치원 조기 입학 지원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9 년 9 월 2 일-10 월 15 일 사이에
5 세가 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지원할 경우,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지역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킨더가든 프로그램과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자녀가 등록할 학교 또는
Elementary Integrated Curriculum Team ( 240-740-4090)에게 문의합시다.

한국어 워크숍이 4 월 4 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커리어, 우리 아이의 미래 진로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퀵노트 다음
호(3 월)를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