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10 월 제 1 호 퀵노트 뉴스레터
MCPS 교육구의 2018-2019 학사연도 학사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학사연도의 학사일정을 정하는 시기입니다. 작년부터 Maryland 교육구들은
새로운 시간적 제한을 한 새 학사기간 내의 최선의 학사일정을 결정하기 위한
토론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번 학사연도인 2017–2018 학사일정은 학사일정이
노동절(Labor Day)에 시작하고 6 월 15 일에 마쳐야 한다는 새 규칙에 따라 운영된
첫해입니다.
교육구는 지난 몇 주 동안 학부모, 교직원, 이익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포커스
그룹과 회의를 갖고 제일 적절한 학사 일정에 관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내년도 MCPS 는 184 일의 교습일과 일주일간의 봄방학과 같은 비교습일을 포함하여
예전보다 더 적은 통상적 교습 기간을 갖게 됩니다. 교육구가 정한 내년도
학사일정은 메릴랜드 주가 의무화한 여러 요건을 토대로 시작해야 합니다.





9 월 4 일-6 월 14 일: 허락된 교습 기간
180 일: 최소 의무 교습 일 수
15 일: 주에서 의무화한 휴교일의 수
3 일: 종업일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눈 등의 날씨에 따른 비상시 최소
추가일(6 월 14 일 이전에)

주에서 요구하는 의무적 요소를 포함한 학사일정은 봄방학과 180 일 이상의 주의
의무적 교습 요건 등과 같은 비교육적 행정적 필요에 6 일 만이 남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우선순위를 가진 학사일정을 배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학사일정의 구체적인 설명과 학사일정에서의 다양한 질문은 학교 학사일정
웹사이트를 봅시다. 학사일정에 관한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은 학사일정 웹사이트의
드롭박스 에 의견을 적어주세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연합학군과 지원 프로그램 오픈하우스에 참석합시다.

초이스 과정과 지원 프로그램 지원 마감일은 11 월 3 일 (금)입니다. 관심있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10 월에 Northeast Consortium(NEC) 고등학교와 Downcounty
Consortium(DCC)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메그넷 연합학군(MSMC)에 해당하는
중학교에서 있는 초이스 프로그램 오픈하우스에 초대합니다. 장소와 시간은 이곳을
클릭하여 확인합시다.
DCC 와 NEC 연합학군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8 학년 학생은 10 월 중순에 우편으로
초이스 프로그램 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5 학년 학생 가족은 9 월 말에
우편으로 중학교에 관한 정보를 이미 보냈습니다.
초이스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NEC
DCC
MSMC

학생과 부모님은 설명회에 참석하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읍시다. 장소와
시간은 이곳을 클릭하여 확인합시다. 초등학교 영재 프로그램(Centers for the Highly
Gifted)과 Roberto Clemente, Eastern, Takoma Park 중학교 그리고 Montgomery Blair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Poolesville 고등학교의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추가 안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추가 정보

NAACP 학부모회 첫 회 모임이 10 월 16 일에 있습니다.
NAACP 학부모회 회의가 10 월 16 일(월) 오후 5 시-8 시 30 분에 Gaithersburg
고등학교에서 있습니다. 이 행사는 MCPS 교사들과 학교장들이 학부모와 함께
참석하여, 학부모의 참여도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이 행사는 지역사회 서비스와 관심있는 리소스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 리소스페어로
시작됩니다. 참석자는 마이너리티 학생의 성취도 향상 전문가의 강연을 들을 수
있고 성취도 차이 줄이기, 훈육과 자녀 양육 등의 주제별 세미나와 학부모 교사
면담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NAACP 학부모회 위원회

31 주년 Montgomery 카운티 지역 서비스 주간입니다
카운티 곳곳에 다양한 자원봉사의 기회가 준비되어 있는 Montgomery 카운티 31 회
연례 지역사회 봉사 주간이 다가옵니다. 올해 봉사주간은 10 월 22 일-29 일입니다.
학생과 가족들은 이 봉사주간 동안에 사전에 학생의 봉사활동으로써의 시간 인정을
승인받은 프로그램을 포함한 많은 지역 비영리단체, 학교와 정부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의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월 중순부터 Montgomery 카운티 자원봉사 센터(Montgomery County Volunteer
Center)의 자원봉사자 구인, 온라인 달력(online calendar of volunteer needs)을 확인
하여 최근 프로젝트 리스르에서 관심있는 봉사의 기회를 찾아봅시다. 자원봉사의
기회는 매일 갱신됩니다. 매일 웹사이트를 확인합시다. 학교와 PTA 는 서비스 위크
에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이 그룹으로 함께 참여를 원하시거나 여러분이 속한 비영리단체(학교와 PTA
포함)가 프로젝트를 원하신다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해주세요.
servicedays@montgomerycountymd.gov Volunteer Center: 240-777-2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