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제공하는 독감 예방접종에 등록합시다.
Montgomery County 보건복지부는 11 월에 MCPS 학교에 재학 중인 18 세 미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비강 스프레이 독감 예방 접종(Flumist)을 실시합니다.
11 월 1 일(금) 예방접종 클리닉은 John F. Kennedy 고등학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Seneca Valley 고등학교에서 있을 예정이며 이날은 교사연수의 날로 학교 가
쉬는 날입니다. 클리닉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MCPS 초등학교에서 11 월 11 일(월)과 11 월 12 일(화) 양일 조기 하교 후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학교를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모든 클리닉은 무료입니다만 백신 수량에 따라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웹사이트를 봅시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대화에 참여합시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MCPS)는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 약물남용과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 토론회를 10 월 7 일(월)에 개최합니다. 이 행사 제목은 “대화의
시간: 알코올과 약물 남용 예방 토론회(Alcohol and Other Drug Abuse Prevention
Forum)”이며 Richard Montgomery High School (250 Richard Montgomery Dr., Rockville)에서
오후 6 시 30 분부터 9 시까지 개최됩니다.
행사는 MCPS, Montgomery County Police Department, Montgomery County Collaboration
Council, Montgomery County Alliance to Prevent Youth Substance Abuse, Brave and Bold
Coalition 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행사에는 또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박람회,
프리젠테이션, 질의응답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의 발표는 Joshua P. Starr 교육감과 MCPS 임원과 교직원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 Dr. James M. Bjork,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프로그램 담당관
- Montgomery County Behavioral Health and Crisis Services, Dr. Raymond Crowel 국장
- Montgomery County Police Department Keith Matthis 경사
참석하실 분은 사전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301-279-3100 으로 합시다.

초이스 과정과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MCPS 는 전 학년에 걸쳐 다양하고 전문화된 높은 수준의 학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원 학교에서만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교육구 내의 모든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일반 입학 기준과 다른 지원과정이 있습니다.
체크 리스트는 초이스 과정과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님을 위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Choice 과정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웹사이트를 봅시다.
North East Consortium
Down County Consortium
중학교 메그넷 연합학군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Northeast Consortium(NEC)과 Downcounty Consortium(DCC)고등학교 또는 Middle
School Magnet Consortium(MSMC) 중학교 초이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10 월에 개최되는 오픈하우스에 참석합니다. 여러 초등학교에서의 초등학교 영재
프로그램(Centers for the Highly Gifted)과 Roberto Clemente, Eastern, Takoma Park
중학교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에서 관심이 있는 분은 정보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 봅시다.
장소와 시간을 확인합시다.
 자녀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결정했다면 지원서를 작성한 후, 마감일인 11 월
8 일(금)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가 연합학군에 해당될 경우는 초이스 양식이
10 월 중순에 배달됩니다.
 질문 및 의견은? 자세한 안내는 특별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보시거나 전화
문의(301-592-2040)합시다.

Edison 고등학교가 커뮤니티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Thomas Edison 기술고등학교는 10 월 26 일(토) 오전 9 시 30 분-오후 1 시 30 분에 제 2 차
지역사회 축제인 Community Fair 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카니발에서 있는 게임, 문바운싱,
사이렌트 옥션, 수업 실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DJ 와 사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에 모든 MCPS 학생과 학생 가족을 초대합니다.
행사 수익금은 Career and Technology Education in the community 를 위해 사용됩니다.
Edison 은 12501 Dalewood Drive in Silver Spring 에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301-9292175 로 전화 문의합시다.

학생들의 리더십과 서비스의 기회(Leadership and Service Opportunities)
주 교육위원회 학생 의원(State Student Member on the Board of Education-SMOB)과
Montgomery County Board of Elections Future Vote Initiative 에서는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 학생의원
11 학년 또는 12 학년 학생으로 2014-2015 학사연도 동안 교육위원회 학생 의원(SMOB)
으로 봉사하고 싶은 학생은 각 학교 교장 선생님께 상의를 합시다. 각 MCPS 고등학교는
각 학교마다 한 명의 학생을 후보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서는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www.mdstudentcouncils.com 학생은 지원서에 적힌 다음
마감일에 주의합시다.
2013 년 10 월 25 일: 학교 추천서 마감일
2013 년 11 월 25 일: 학생 지원서 마감일. 우편 소인 마감일
2014 년 1 월 4 일: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후보자 인터뷰
2014 년 2 월 8 일: 5 명의 후보자를 Maryland Association of Student Councils Legislative
Session (장소 추후통보)에서 발표
자세한 안내는 Karen Crawford 씨에게 문의합시다.

선거일 팀이 됩시다.
Montgomery County Board of Elections Future Vote Initiative 는 2014 년 주지사 선거에서
선거 감시단으로 봉사할 11 학년과 12 학년 학생을 모집합니다. 감시단이 된 학생은
180 불을 받게 됩니다. 지원서는 11 월 1 일(금) 마감이며 자세한 안내와 지원서는 Dr.
Gilberto Zelaya 에게 이메일합시다.

고등학생은 Junior Achievement 에세이 콘테스트에 응모합시다.
2013 년 Junior Achievement 에세이 콘테스트가 9 학년부터 12 학년 학생에게 열려
있습니다. 학생은 “다음 세대에 비즈니스 창업과 소셜 창업 중 어느 것이 미국인들의 삶을
향상 시킬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1,000 자에서 1,500 자의 에세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Maryland 에서 3 명을 선발하여 1 만 불의 장학금을 주며 Maryland,
Virginia, D.C.지역에서 최우수상 한 명을 뽑아 20,000 불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지원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www.myja.org/students/essay 모든 에세이는 11 월 6 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Junior Achievement 웹사이트를 봅시다.

가을에 시작되는 대학 박람회
10 월과 11 월에 대학과 고등교육의 기회에 대해 알아보는 대학박람회가 여러 번
개최됩니다. 다음은 주요 박람회의 일정입니다.
2013 대학 학자금 컨퍼런스: 10 월 26 일(토)
Montgomery College 는 연례 대학 장학금 박람회를 10 월 26 일(토) 오전 9 시-2 시 에
개최합니다. 박람회는 장학금, 재정보조, 그리고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행사는
MCPS, Universities at Shady Grove 가 함께 후원합니다. 자세한 안내와 등록은 웹사이트를
봅시다. www.montgomerycollege.edu/scholarshipconference
Greater Washington D. C. 전국 대학 박람회: 11 월 6 일(수)
Washington, D.C. 소재 Washington Convention Center,에서 오전 9 시-12 시 그리고 오후
6 시-8 시에 개최합니다. 박람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National Association for College
Admission Counseling 웹사이트를 봅시다.
히스패닉 대학 박람회: 11 월 13 일(수)
히스패닉 대학 박람회는 Activity Center(Bohrer Park, 506 S. Frederick Avenue,
Gaithersburg)에서 개최합니다. 고등학교의 대학/진로 센터에서 박람회 참가 허가서와
교통편에 대해 문의합시다. 또한, 학부모를 위한 특별한 정보 제공 설명회가 11 월
12 일(화) 오후 7 시-8 시 30 분 Gaithersburg High School(101 Education Boulevard,
Gaithersburg)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Patty Maloney 에게 문의(전화:301-3538029)하시거나 또는 National Hispanic College Fair 웹사이트를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