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10 월 22 일 퀵노트 뉴스레터
MCPS 는 2020-2021 학사일정 시나리오에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10 월 8 일 정기 업무 회의 동안, 교육위원회는 2020-2021 년도 학사일정의 가상
시나리오를 검토하였습니다. 지난 봄 Maryland 주의회의 입법 조치에 따라
Maryland 의 모든 교육구는 학교를 노동절(Labor Day)에 시작하고 6 월 15 일 이전에
종업하는 권한 명령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MCPS 는 2020-2021 학사연도에
개학일과 종업일이 다른 3 종류의 학사일정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습니다. 학사일정
시나리오는 다음을 클릭하여 봅시다.
모든 학사일정 임시 시나리오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82 일의 학생 교습일
 전 기간 봄방학
 1, 2, 3 분기 말에 교사의 성적채점과 교습 준비를 위한 온전한 프로페셔널
데이(교사연수의 날로 표기)
 학기 중과 학사일정 연장 양쪽으로 가능한 날씨 등 비상상황에 따른 추가 학사
일정일
교육위원회는 이 옵션에 관해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교육위원회는 올해 말, 새 학사일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날짜를 기억합시다: MCPS 는 11 월 9 일 정신건강 페어를 개최합니다
시간을 비워둡시다! MCPS 는 Gaithersburg 고등학교에서 11 월 9 일(토) 오전

10 시부터 오후 2 시까지 정신건강과 건강관리 페어를 개최합니다. 학생, 교직원과
커뮤니티 여러분이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원과 자료, 리소스에 관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돕기위한
행사입니다.
Howard University 의 school psychology program 부교수이자 코디네이터인 Celeste
Malone 씨가 기조연설을 맡습니다. Malone 교수님은 첫도년 건강 관리에의 장벽
허물기(Breaking Barriers to Access Youth Mental Health Care)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행사는 Office of Student and Family Support and Engagement 와 Montgomery County
Psychologists’ Association 가 후원합니다.
Gaithersburg 고등학교 주소: located at 101 Education Blvd. , Gaithersburg
더 많은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하는 새 학교
알고 계십니까? Clarksburg 고등학교와 Northwest 고등학교의 학생 과밀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20-2021 학사연도에 Seneca Valley 고등학교를 더 큰 고등학교로
재개교하게 됩니다. 교육위원회는 2019 년 11 월말까지 학군에 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기간이 겹치게 되므로 Seneca Valley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할 학생은
11 월 1 일(금)까지 현재 학군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야 합니다.
새 학교는 Seneca Valley 고등학교의 열심과 예술, 특활과 방과후 프로그램, 운동과
다양성, 포괄적 문화를 유지하며 고등학교 이후를 위해 더 수요가 높은 진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의 미리 준비하도록 돕게 됩니다.
새 지원 프로그램은 학군 외의 폭 넓은 지역으로부터 다음 다섯 프로그램 중 하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설 관리와 건축(Construction Management and Architecture)
건강, 보건관련 전문(Healthcare)
호스피탈리티/호텔학과 투어리즘 관리(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정보공학과 사이버 보안(Information Technology and Cybersecurity)
Lead the Way 프로젝트

Seneca Valley 고등학교 프로그램에 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학군 경계 연구에 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11 월 2 일, STEM 페스티벌에 참석합시다
MCPS 와 교육 파트너들이 11 월 2 일(토) 오전 10 시 분부터 1 시까지 Northwood
고등학교에서 STEM(과학/테크놀로지/엔지니어링/수학)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MCPS 와 여러 교육 파트너 기관은 다양한 실험활동과 다이너믹한 실험이 함께하는
초, 중, 고등학교 과학/테크놀로지/엔지니어링/수학의 기회에 관한 쇼케이스를
진행합니다. 이 가족 친화적인 행사는 무료이며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NASA 와 American University 우주생물학자인 Sara Faggi 박사가 기조연설을 합니다.
행사에서는 이 행사에 참여할 프로그램, 클럽/동아리, 교과과정 관련 프로젝트를
통한 STEM 기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행사 참여에 관심이 있는 기관은 이 양식을
작성합시다.
이 행사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경연대회를 12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개최합니다. 이
경연대회를 통해 고등학생들은 넷트워킹과 컴퓨터 실력을 겨루며 경합을 벌리게
됩니다. 우승자는 상금과 함께 11 월 5 일에 있는 National Cryptologic Museum
행사에서 수상을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곳을 봅시다.
2019 년 Maryland STEM 페스티벌 공식 행사인 MCPS STEM 페스티벌 쇼케이스는
Maryland 주민을 위한 STEM 활동을 보여주는 수백의 커뮤니티 기반 행사 중
하나입니다. 행사의 미션은 STEM 에 관심 있는 학생과 STEM 에 관련된 커리어를
추구하는 학생들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Montgomery Blair HS 은 919 University Blvd. East, Silver Spring 에 있습니다.

NAACP 학부모 카운슬 첫 회의가 11 월 19 일에 있습니다.
NAACP 학부모회 회의가 11 월 19 일(화) 오후 5 시-9 시에 Northwest 고등학교에서
있습니다. 이 행사는 MCPS 교사들과 학교장 그리고 행정담당이 학부모와 함께
참석하여, 공평성과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참가자는 리소스 페어와 다양한 주제로의 세션에 참석하게 됩니다. 전 미연방
교육부 장관인 John B. King Jr.가 기조연설을 합니다.
행사 등록

전국 히스패닉 대학 박람회가 11 월 19 일에 있습니다.
전국 히스패닉계 대학 박람회(National Hispanic College Fair-NHCF)가 2019 년 11 월
19 일(화) Gaithersburg 소재 Bohrer Activity Center 에서 있습니다. 연례 행사는
NJCF 와 MCPS 가 후원하며 고등학교 11 학년과 12 학년 학생들은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는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과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40 개 이상의
단과, 종합 대학과 서비스 기관이 참석합니다.
MCPS 학생은 학교에서 직접 행사 장소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 행사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학교시간 중에 학교에서 직접 가게 됩니다. 행사 등록과 허가서는
자녀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 및 진로 담당자(college and career coordinator)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NHCF 코디네이터 Patty Maloney Patricia_A_Maloney@mcpsmd.org,
Lindsay Cao Lindsay_Cao@mcpsmd.org Maria Garcia, Maria_S_Garcia@mcpsmd.org 에게
문의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