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9 월 4 일 퀵노트
-몽고메리 교육구 격주 뉴스레터-

2019-2020 새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MCPS 는 기록적인 학생 수와 함께 8 월 3 일(월)부터 2019-2020 학사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작년도인 2018-2019 학사연도보다 1,500 명 증가한 164,000 명 이상
의 학생이 우리 교육구의 207 개 학교에 등록하였습니다.
이번 학사연도에 우리 교육구에서는 새로 임명되거나 새 학교로 부임한 21 명의 교장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학생 가족을 맞이하였습니다. MCPS QuickNotes 는 새 교장
선생님들에게 학교 공동체에게 알리고 싶은 흥미있는 사실이나 조언 한 가지를
공유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초등학교
Beverly Farms 초등학교 Laura Swerdzewski, 임시 교장 선생님
저는 롱아일랜드 동쪽 끝에 있는 Westhampton 비치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제가 제일
행복할 때는 손에 책을 들고 모래에 발을 뭍을 때입니다! 모든 학생의 최선을
지향하는 Beverly Farms 초등학교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커뮤니티의 여러분과
함께 일할 날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새 학기의 시작이 기대됩니다.
DuFief 초등학교 Greg Baron 교장 선생님
Maryland 의 MCPS 에서 제 교육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 저는 3 개의 주, 캘리포니아,
프로리다, 메릴랜드에서와 미국과 영국 두 나라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Greencastle 초등학교 Robert Obstgarten 교장 선생님

MCPS 교육자인 저와 제 처는 자랑스러운 7 세와 3 세의 멋진 딸을 둔 부모입니다.

저는 학교의 모든 학생이 각자의 최고의 가능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Greencastle 커뮤니티에서 같이 일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Goshen 초등학교 Stephanie Dinga 교장 선생님

저는 대학에서 댄스를 전공하고 댄스 컴퍼니에서 26 살 때까지 춤을 추었습니다.
Fields Road 초등학교 Rosario Velasquez 교장 선생님
저는 페루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8 살 때 이민 왔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가족 중, 첫
교육자입니다.
Rolling Terrace 초등학교 Jessica Palladino 교장 선생님
MCPS 에서의 제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Blair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저는 Springbrook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Sligo Creek 초등학교 Gary Rand 선생님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는 제게 애정 가득한 기억을 제공해주었으며 학생,
운동선수, 지도자로의 자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Sligo Creek

초등학교에 내가 받은 것을 다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Snowden Farm 초등학교 Yolanda Allen 교장 선생님
저는 모든 종류의 학교,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저는 Matlock and
Law & Order 와 같은 드라마 시리즈의 팬입니다.
Travilah 초등학교의 Karin Wade 교장 선생님

다른 문화와 역사에 관해 배우기 위해 세계를 여행하는 것을 즐깁니다.
Wheaton Woods 초등학교 Daman Harris 교장 선생님
초등학교 학생때 저는 ‘Heads Up!’ 이라는 어린이 퀴즈 쇼에 참가했습니다. 제, 저는
우리 학교의 학생, 학생 가족 그리고 학교 직원들에게 매일 퀴즈 내는 것을 즐깁니다.
중학교
Parkland 중학교 Aaron Shin 교장 선생님
저는 MCPS 졸업생으로 William Tyler Page 초등학교, Briggs Chaney 중학교, Paint
Branch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Parkland 중학교에서 전에 9 년 동안 일하였으며,
다시 Parkland 커뮤니티에 돌아올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Redland 중학교 Matthew Nipper 임시 교장 선생님
저는 멋진 Redland 중학교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Redland 의 모토인
"모든 학생을 위한 우리" (#BeTheOne)에 헌신하겠습니다.
고등학교
Albert Einstein 고등학교 Christine Handy 교장 선생님
저는 전국 중고등학교 교장 연합회, 이사 위원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어 근무한 후
1 년만에 돌아왔습니다. 고등학교 교장으로 20 년째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Damascus 고등학교 Kevin Yates 교장 선생님
대학에 다닐 때, 저는 미국 전국을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여 장에 각성을 위한
모금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16 세, 19 세, 20 세인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Poolesville 고등학교 Mark Carothers 교장 선생님
저는 11 개의 마라톤을 완주했고 30,000 불 이상의 모금을 한 백혈병과 림프종
소사에티의 반 철인경기에도 참여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친화적인 학습환경 조성
우리는 새학년도를 시작하여 많은 분들이 안전에 관해 심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생 미래의 성공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나 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고 친화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MCPS 는 버스와 건물의 안전,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 불링과 자살예방, 환경 안전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학생
안전을 도모합니다.
우리 교육구가 학생의 안전 유지를 위해 실행하는 많은 절차와 조치 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학교 건물에서의 안전





갱신된 각 학교의 학교 응급 상황 계획(자세한 설명 보기)
이 학교의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각 학교에 있는 학교 내 비상 대책팀
Montgomery 카운티 경찰국, 소방국과 카운티 기관의 학교와의 비상시
파트너십(양해각서(MOU) 읽기)
모든 학교와 교육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안전한 학교 환경 평가













화재와 날씨에 따른 비상상황 안전 학교 의무 훈련
공격에 따른 비상상황 준비 훈련의 강화 (자세한 설명 보기)
모든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담당 경찰관 배치 (자세한 설명 보기)
수백 명의 안전 요원들이 MCPS 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관리
학교 진입의 감찰
학교 출입구의 안전 장치 증강
모든 방문자를 주내와 국내의 성범죄자 데이터를 통해 스크린하는 각 학교의
방문자 시스템
학교 안전과 보안을 위한 총체적 보고 (2018 보고서와 행동계획 읽기)
모든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보안 카메라 설치와 초등학교에의 카메라 추가
설치
학교 교육 자원 요원과 안전 요원의 의무 훈련
건물 안전을 위한 모든 스태프의 포커스와 경각심

방과 후 감독



각 운동과 방과 후 활동 감독 계획의 강화에 대한 의무화
2019 년 9 월 발표 예정인 Montgomery 카운티 주검사실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방과 후의 안전 감독과 관리의 외부 검토

학생의 건강과 웰빙













모든 학교의 건강한 365(Be Well 365) 학생들의 전체적인 건강을 위한 사회적
정서적 기능 교육(자세히 보기)
전자담배/흡연의 위험성 자료()링크 보기
학교에 있는 건강 센터(Wellness centers)
학교 보건 간호사(School Community Health Nurses-SCHN)와 학교 보건실
담당자(School Health Room Technicians-SHRT) (자세히 알기)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자살방지 교육
정신건강 관련 위기, 괴롭히기, 왕따/불링, 폭력 위협 등에 관련된 익명 신고
전화 안내(자세히 알기)
Montgomery 카운티, Every Mind and Family Services, Inc.와의 BtheOne 정신
건강 캠페인 (캠페인 안내)
행위로서의 위협의 평가 교직원 훈련
모든 학생에 대한 종합적 건강교육 커리큘럼
학생에게 정신건강과 위기상황에 대한 자료보급(자세히 보기)
모든 직원의 자살예방과 개입 방법에 의무교육
자살 위험의 간결한 신고절차 (더 보기)







배움으로의 시작 링크(Linkages to Learning initiative) (더 보기)
중독되었던 학생의 학업을 돕는 프로그램(자세히 보기)
몽고메리 카운티의 중독실태 파악과 치료를 돕는 자원 (자원 더 보기)
학생을 위한 회복하는 정의 프로그램(더 보기)
교육자를 위한 문화에 대한 이해 의무 훈련

보행자의 안전
 보행자 안전 자료 (자세한 설명)
 보행자의 안전 공공 서비스 안내 – “학교에 도착하는 것은 달리기 시합이
아니랍니다.(Getting to School is Not a Race)” 비디오 시청
 Montgomery 카운티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보행자와 자전거의 안전
증진(비디오 시청)
 건강, 보건 교과과정에 포함된 보행자의 안전 교육
다른 많은 정보 Chief Academic Officer 가 보내드리는 안전에 관한 메시지를 이곳을
클릭하여 함께 봅시다.
Youth Cruiser SmarTrip 카드로 학생들이 무료로 버스에 탈 수 있습니다.
18 세 미만의 모든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학생은 Ride On buses 를 Youth
Cruiser SmarTrip Card 를 사용하여 항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무료
교통 서비스는 Montgomery County Council 과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MCPS 가 무료 서비스가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다음 짧은 설문조사를 통해 Ride On 버스 무료 서비스가
여러분의 2019-2020 학사연도 통학 방법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무료 Youth Cruiser SmarTrip Card 에 관한 안내는 웹사이트를 방문합시다.
토요 학교(Saturday School)가 학생들의 성공을 도와드립니다.
George B. Thomas, Sr. Learning Academy 가 운영하는 2019-2020 학년도 토요학교가
9 월 21 일 토요일 개강합니다. 토요학교는 낮은 수강료로 운영되는 개인 교습과
멘토 제공 프로그램으로 일주일 중 수업이 있는 5 일에서 연장된 제 6 일째 학습 일을
제공해 주며 MCPS 학생들에게 주요 학습과목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업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Montgomery 카운티 내 12 개 학교 중 하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9 월 21 일(토)에 시작해서 5 월 말까지입니다. 등록비는 Free and

Reduced-price Meals (FARMS 무료/ 할인 학교 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은 40 불, 일반
학생은 85 불입니다.
George B. Thomas, Sr. Learning Academy
9 월 15 일에 있는 온가족을 위한 페스티벌, FutureFest 에 함께 갑시다.
온가족을 위한 신나는 무료 페스티벌, FutureFest 이 9 월 15 일, Veterans Plaza 와 Silver
Spring Civic Center 에서 있습니다.
낮 12 시부터 5 시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는 아이들에게 종합하는 능력을 사용
하여 미래를 발명해 나가는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이 행사를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고 실제 도구와 기기들 미래를 위한 실제 기술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아이들의 마을(KID City): 미래의 마을을 함께 실제로 만들어 봅시다. 전기
도구를 사용하여 집을 만들고 3D 프린터로 만든 볼트를 사용하여 조각을
만들고 센서로 작동하는 가로등을 만들고 작동시키는 등,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실제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화 크로스로드(Cultural Crossroads): 우리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문화들을
실제 활동, 공동 미술 작업, 생음악과 댄스 등을 통해 알아봅시다.
혁신 엑스포(Innovation Expo): 우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것들을 알아
봅시다. 우주의 미래를 관측하고 탐사하기, 도시와 교통, 건강과 웰빙, 음식과
대체 주거 등

FutureFest 는 KID 뮤지엄이 Montgomery 카운티와 Fund for Montgomery 의 협찬으로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