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6 월 18 퀵노트 뉴스레터
학생들을 위해 여름에 제공되는 무료 급식
다양한 여름학교 또는 레크리에션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Montgomery County 여름
급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급식이 제공됩니다. 이는 아침과 점심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여름 방학 동안에도 저소득층 학생이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무료 급식은 카운티 전역 약 120 개의 장소에서 6 월 17 일부터 제공됩니다. (장소에
따라 제공 시작일은 다릅니다) 18 세 이하의 모든 학생과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21 세 이하의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카운티 내의 여러 장소에서 직접 방문할 경우에 카운티 여름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급식을 제공합니다. 장소와 급식 제공 시간은 이곳을
클립합시다.
자세한 안내는 Division of Food and Nutrition Services 로 전화(301-284-4900)합시다.

교육위원회는 2020 년도 교육예산 26 억 800 만불을 승인하였습니다.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는 6 월 11 일 MCPS 교육구를 위한 2020 회계연도
교육예산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습니다. 26 억 800 만 불의 예산은 현 회계연도 예산
안보다 80,140 만 불 증가한 금액입니다.
인상된 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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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에의 함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budget/
프리 킨더가든/Head Start 가 무료행사를 개최합니다.
Montgomery 카운티 가족 여러분을 7 월 13 일 Wheaton Regional Park 에서 오전 11 시오후 3 시에 있는 Head Start Party in the Park 에 초대합니다. 공원 기차역에서 있을
이 행사는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DHHS)의 커뮤니티 담당 기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Montgomery Parks, DHHS 조기 아동
서비스(Early Childhood Services)와 Montgomery 카운티 공립 도서관이 함께
후원합니다. Wheaton Regional Park 는 2000 Shorefield Road, Wheaton 에 있습니다.
이 행사는 프리 킨더가든과 Head Start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행사장에서 직접 등록할 수도 있으므로 4 세 아동 학부모님의 참가를 특히 권장
합니다. 여러 커뮤니티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며 참석한 가족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무료 행사에는 DJ 의 음악, 푸드 트럭, 페이스 페인팅,
풍선으로 동물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에 관한 영어와
스페인어의 자세한 안내는 이곳을 봅시다.
Head Start/프리스쿨 등록에 관해서는 이곳을 클릭하여 보시거나 240-740-4530 로
문의합시다.

백투 스쿨 페어가 돌아왔습니다! 2019 년 백투 스쿨 행사를 놓치지 맙시다.
2018-2019 학사연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MCPS 는 벌써 새 학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2019-2020 년도 즐거운 학교 생활의 시작을 함께 합시다. 모든 MCPS
학생과 학생 가족을 8 월 24 일(토) 오전 10 시-오후 2 시에 있는 MCPS 백투스쿨
페어에 초대합니다. 이 백투스쿨 페어는 개학 전의 좋은 준비가 될 것이며 교육구
프로그램과 서비스, 정부 기관과 커뮤니티 파트너가 제공하는 리소스를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구 직원이 MCPS 교과과정과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에 직접 답해
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한 즐거운 놀이와 활동, 아동과 성인을 위한 건강 검진, 선물 등 온가족을
위한 즐거운 엔터테이먼트가 무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버스 정류장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달력에 표시해두시고 여름 동안 백투 스쿨 페어에 관한 추가 안내를 이 Back-toSchool Fair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합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팔로잉을 하시면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1stDayReady
축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백투스쿨 웹사이트를 보시거나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240-740-2837)로 전화 문의합시다.

2019-2020 학사연도 예방접종 요건
2019-2020 학사연도에 7 학년 또는 8 학년이 되는 모든 MCPS 학생은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Tetanus-diphtheria-acellular pertussis-Tdap)와 뇌척수막염균
(Meningococcal-MCV4) 예방접종을 학교 시작 전에 받아야 합니다. 또한, MCPS 에
전학 온 8 학년부터 12 학년까지의 모든 학생은 1 회의 Tdap 와 MCV4 를 접종해야
합니다. 학생은 Tdap 와 MCV4 예방접종 확인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부모님은 자녀의 담당의에게 학교 시작 전 예방접종을 받고 사본을 학교 보건실
(학교 간호사)에게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2020 학사연도
개학일인 9 월 3 일(화)을 넘기면 안 됩니다.

여름방학은 독서를 할 좋은 기회입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Libraries (MCPL)은 6 월 15 일부터 8 월 31 일까지 있을
여름 독서 프로그램에 아동과 청소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해는 모든 나이의
아이들이 꿈을 크게 갖고 자신을 믿으며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장려하기
위한 "꿈꾸는 우주(A Universe of Stories)"라는 주제입니다. 우주는 달착륙 50 주년을
기념하여 준비된 주제입니다.
신생아부터 12 세까지, 13 세-17 세 학생들의 등록을 온라인 또는 6 월 15 일-8 월
31 일까지 각 도서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독서와 신나는 학습 활동에 참여하여 각각 상품을 타고(재고가 있는 한),
Montgomery 카운티 Friends of the Library(FOLMC) 서점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또는
추첨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 독서와 학습 행사에는 다양한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Montgomery 카운티 Friends of the Library 와 지역 Friends of the Library 가 후원합니다.
프로그램 스케줄은 도서관 행사 달력(calendar of events)를 봅시다.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MCPL 웹사이트를 봅시다.
MCPS 학생은 올 여름 두 가지 멋진 독서의 기회인 Capstone Interactive Library
eBooks 과 Sora 를 사용한 OverDrive Summer Read 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모든 기기를 통해 무료로 픽션과 논픽션 모두를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여름에도 지속적인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Capstone Interactive Library 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수천권의 온라인책
eBook)을 학교, 집, 이동 중에도 무료로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eBook 은
노트북/랩톱, 탁상 컴퓨터, 테블릿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Capstone Interactive
eBook 의 제일 좋은 점은 문장의 하이라이트와 전문 성우가 녹음한 소리 내서 읽기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Capstone 선정 독서, 예를 들면 명랑한 Katie
Woo 또는 활발한 Yasmin, PebblePlus books 를 통한 놀라운 사진, Michael Dahl 작가의
스릴 넘치는 책 Library of Doom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로그인 정보를 사용하여 볼 수 있는 책 제목을 확인합시다:
www.mycapstonelibrary.com
로그인: capstonesummer
패스워드: interactive19
여름 독서, OverDrive Summer Read 는 미국과 캐나다 학교의 연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일 년 내내 독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6 월
6 일부터 8 월 15 일까지 10 주간 진행됩니다. OverDrive 는 전보다 더 많은 책 제목을
제공합니다. 30 회 무료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아동과 청소년 온라인책, eBook 이
MCPS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제목이 Sora 앱에 눈에 띄게 표지되므로 학생들의
다음 책 찾기가 쉬우며 편히 독서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학생이 모두 읽을 경우,
Sora 안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항상 책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을 위해서는
100 권의 전문 도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OverDrive 의 여름 독서 책 제목은 Sora 에 로그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oraapp.com
로그인: MCPS username
패스워드: MCPS password

MCPS 졸업생의 목소리를 들어봅시다.
11,000 명 이상의 MCPS 학생이 5 월 24 일부터 6 월 13 일까지 MCPS 를 졸업식에
참석하여 졸업장을 받습니다.

MCPS 는 2019 년 졸업생을 이야기를 담은 비디오를 준비하였습니다. 교육구
웹사이트에 준비된 이 비디오를 통해 졸업생들은 MCPS 에서의 추억과 자신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를 전합니다. 2019 년도 졸업생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MCPS 졸업생 인터뷰

책가방 선물(Give BACKpacks)캠페인을 후원합시다.
MCPS 학교 학생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나눠주는 제 7 회 MCPS 책가방 제공
캠페인에 함께 참여합시다.
10 불의 기부로 학생들에게 학용품이 가득 들어있는 새 책가방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MCPS 는 새학기에 책가방과 학용품을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목표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주문하실 때 6 월, 7 월, 8 월은 특히 중요한 달입니다.
2018-2019 캠페인을 통해 기부해주신 수백명의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구는 작년도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 18,500 명에게 책가방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MCPS 는 목표를 20 만 불로 올려, 교육구 내 도움이 필요한 2 만
명의 학생들에게의 책가방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ampaign flyer 를 함께 나누어 동료, 가족, 친구와 커뮤니티 친지들에게 이 기부
운동을 알립니다. 제공해주시는 모든 기부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커리큘럼 적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MCPS 웹사이트를 봅시다:
www.mcpsgivebackpack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