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9 월 24 일 한국어 뉴스레터, 퀵노트
고등학교 옵션 프로그램 설명회가 있습니다.
MCPS 는 고등학교 교과 프로그램에 관한 장기적 전략 계획(long-range strategic
plan)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0 년 가을에 입학하는 9 학년 학생들부터
시작하여 다음 6 년 동안 점차적으로 적용되어질 계획입니다. MCPS 는 학생과 학생
가족을 위하여, 선택사항을 설명하는 네 번의 프리뷰 밤을 준비하였습니다.
프리뷰의 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9 월 25 일(수) Watkins Mill 고등학교 (10301 Apple Ridge Road, Gaithersburg)
9 월 26 일(목) John F. Kennedy 고등학교, 1901 Randolph Road, Silver Spring (이
행사에 참석한 부모님과 학생은 Downcounty 연합학군 초이스 절차에 관한
정보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월 2 일(수) James Hubert Blake 고등학교, 300 Randolph Road, Silver Spring (이
행사에 참석한 부모님과 학생은 Northeast 연합학군 초이스 절차에 관한 정보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뷰의 밤은 각 학군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프리뷰의 밤은 저녁 6 시
30 분에 시작하며 프리뷰 프레젠테이션은 MCPS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곳 또는 옵션 웹사이트를 봅시다.
고등학교 프로그램 프리뷰의 밤

9 월 26 일에 시작하는 학부모 아카데미 워크숍에 등록합시다.
MCPS 학부모 아카데미가 9 월 26 일(목)부터 첫 워크숍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워크숍으로 한인 학부모님을 위해 교육구의 특화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서와
지원방법 등을 제공하며, 초, 중, 고등학교 학부모 담당관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 학부모 워크숍이 9 월 26 일 목요일
Hoover 중학교에서 있습니다.
날짜: 2019 년 9 월 26 일 목요일
➢ 시간: 저녁 6 시 30 분 - 8 시 30 분
➢ 장소: 후버 중학교 도서실
8810 Postoak Rd., Potomac, MD 20854 (4 세 이상을 위한 무료 탁아서비스 제공)
이 외에도 부모님과 이웃 커뮤니티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무료 워크숍을 통해
아이들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자료와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진로 계획하기, 정신건강, 사이버 상의 안전과 소셜미디어의 사용, 적극적인
자녀 양육과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준비된 가을 학기 워크숍에
참석하셔서 자녀 양육의 도움을 받읍시다.
학부모 아카데미는 무료입니다. 영어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며 탁아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등록하실 때 함께 신청합시다. 이번 학기
학부모 아카데미 과목 리스트는 학부모 아카데미 웹사이트를 봅시다.

또한...
대학에 관해 궁금하고 등록금이 부담되십니까? 올가을 MCPS 여러 고등학교에서
개최되는 무료 재정보조 워크숍에 참석합시다. 이 워크숍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대학 재정 보조의 의미, 신청 가능한 재정적 도움, 학생의 필요에 따른 재정보조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문의합시다.

비영리단체 여러분, 학생들이 재정비한 커뮤터 랩을 비영리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기부에 지원합시다.
Montgomery County Students Information Technology Foundation, Inc. (ITF)는
Montgomery County(501)(c)(3) 비영리단체에게 학생들이 재정비한 컴퓨터 랩을
기증하려고 합니다. 이 랩에는 작동시스템, 평면 LCD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와
프린터를 포함하는 6 대의 재정비된 컴퓨터가 포함됩니다.
지원서는 ITF 웹사이트를 봅시다.
관심이 있는 비영리단체는 Kelly Johnson(240-740-2051)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마감일은 10 월 4 일(금)이며 기증행사는 11 월 21 일(목)
Clarksburg 고등학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2019 컴퓨터 선물 지원서(Computer Gifting Application)
ITF 는 Montgomery 카운티에 있는 비즈니스 및 전문가 단체와 MCPS 가 만든
비영리단체입니다. 이 재단은 컴퓨터 기부를 통해 학생들에게 컴퓨터 시스템 작동과
수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보통신 직장으로 바로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력 있는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지원 프로그램 안내가 학부모 포털 웹사이트에 10 월 초부터 준비됩니다.
MCPS 는 부모님이 자녀의 다음해의 고등학교 선택사항에 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편리한 방법을 준비하였습니다. 학부모 포털 사이트는 고등학교 프로그램 관련
정보와 함께 자녀의 숙제와 성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지역 고등학교에 있는 주제에 따른 강화 선행 과목과 고등학교 특별
프로그램 외에 8 학년-11 학년 학생은 고등학교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10 월 초에 학부모님과 학생은 고등학교 학교 지원 프로그램 myMCPS 학부모 포털
사이트와 학생포털사이트 에 있는 document library 를 통해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보호자는 학부모 포털사이트에 사인인을 한 후, 왼쪽 사이드바에
있는 서류 도서관(document library)를 통해 “My Student’s High School Application
Program Options for 2020-2021"를 보시고 검토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각 프로그램은
간단한 설명과 자격 요건을 제공합니다. 자녀의 주소, 성적 수준, 현재 재학 중인 학교
등이 학생이 지원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소가 현재 거주 주소인지를
다니는 학교에서 꼭 확인합시다. 공동 지원서 링크는 학생의 해당 여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지원 마감일은 11 월 1 일(금)입니다.
학부모 포털 사이트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녀 학교의 IT 시스템
스페셜리스트에게 연락합시다.
추가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