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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Music> 

"우와! 드디어 2022-2023 학사연도가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교육구 교육감, Monifa McKnight 박사입니다. 새 학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Brenda Wolff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모두를 대표하여 새학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MCPS에서는 모두 올여름 멋진 새 학년도를 준비하기 위해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냈으며 -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는 여러분과 MCPS의 모든 학생을 위한 우리들의 변함없는 약속의 일부입니다.   

 

학교, 나이, 학년 그리고 배경에 상관없이 MCPS는 학습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즐거운 새 학년, HAPPY NEW YEAR r! 이라고 외칠 시간입니다! 

교사는 ”준비되었나요?”라고 하고, 학생들은 소리를 지른다 

"우리 교육구의 새 학년, 새 학사연도는 교육구의 혁신적 학사일정을 적용하는 두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Roscoe Nix 초등학교와 Arcola 초등학교는 배움이 일 년 내내 흥미진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교직원들은 전문성 개발 교육을 받았으며, 안전계획을 경찰 파트너들과 

함께 검토하였고 학교 건물을 새로 고치고 준비하였으며, 개학 첫날 학생들과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학교에 비축하였습니다.  

매년 여름 엄청난 양의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헌신된 교직원들이 올여름도 이를 

이루어 냈습니다. 준비가 되도록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Dr McKnight >–아까 한 말, – "즐거운 새 학년!"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이는 새 학년도이며,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구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경계를 해야 할 때입니다... COVID-19 팬데믹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만, 교육구는 백신접종, 완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보건위생 협력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우리, 학교 공동체를 가장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함께 일하여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 모두에게 멋진 학사연도가 되도록 합시다. 이는 

Montgomery 카운티의 모든 사람들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적인 학년을 보장하고 우리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잘 

이루어지는 교육구, 학교 시스템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Montgomery 카운티의 모두는 교육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우리가 이를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저는 모든 학생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뛰어들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교육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입시다. 여러분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습득하는 기술, 

지식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한 걸음입니다. 밝은 미래를 향하여!”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 모두 함께… 

우리 학생을 위하여!   

 

학교에 돌아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Mus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