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10 월 제 2 호 퀵노트 뉴스레터
학교에서 제공하는 2017 년 독감 예방 접종에 등록합시다.
곧 2017 년 독감시즌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독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해 독감 예방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Montgomery County Montgomery County 보건 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11 월 9 일 오후 1 시 30 분-4 시 30 분까지 MCPS 학교에 재학 중인 18 세
미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John F. Kennedy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Rockville
고등학교에서 주사용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모든 클리닉은 무료입니다만, 백신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에는 성인이 함께 가야하며 예약은 다음 웹사이트 밑의 초록색란을
클릭하여 장소와 시간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와 등록방법은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웹사이트를 봅시다.
다음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독감과 절기에 따른 질병 전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입니다.
1. 비누와 물 또는 알코올이 포함된 손 세척제로 손을 자주 씻는다. 특히 기침
이나 재채기 후에 꼭 씻는다. MCPS 가 승인한 손 세척제가 학교의 다양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카페테리어, 대강당, 학교 사무실 옆 등)
2.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코와 입을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쓰레기통에 버린다.
3.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눈, 코 혹은 입을 만지지 않는다.

4. 발열, 기침, 계속되는 재채기, 콧물, 두통이나 온 몸이 아플 경우, 학교나 직장
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쉰다.
5. 자녀의 건강에 대해 염려가 된다면 바로 담당의사에게 연락하거나 응급시
에는 911 로 전화한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독감 예방을 위한 여러 정보를 봅시다.
MCPS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emergency/flu/index.aspx/
Centers for Disease Control http://www.cdc.gov/flu/protect/preventing.htm
Montgomery County http://www.montgomerycountymd.gov/resident/flu.html
교육위원회 회의에서의 의견제시 등록방법이 바뀌었습니다.
Montgomery 카운티 교육 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업무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등록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커뮤니티의 의견과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라, 교융위원회는 교육위원회 공청회
에서의 의견제시 신정을 교육위원회 웹사이트에 있는 Google form 을 통해 등록을
받습니다. 업무회의가 있는 월요일에 교육위원회 사무실에 적접 전화해서
등록해야하는 기존의 방법을 벗어나, 업무회의 전주 금요일부터 월요일 12 시까지
Google form 을 통해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새 절차에 따라 전화접수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의 의견은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교육위원회는
지역사회 여러분의 다른 관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으로의 변경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커뮤니티의 더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교육위원회 입법 담당(legislative aide) Patricia Swanson 씨에게 문의합시다.
Patricia_R_Swanson@mcpsmd.org
Thomas Edison 고등학교의 직업과 과학기술 프로그램 가을 오픈 하우스에 관해
알아봅시다.
MCPS 학부모와 학생들을 10 월 26 일(목) 오후 5 시에서 8 시까지 있는 Thomas Edison
기술 고등학교 가을 오픈 하우스로 초대합니다. 모든 MCPS 학교의 고등학생들은
Edison 의 17 가지 직업과 기술 프로그램 중 하나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Edison 에
등록한 학생은 매일 3 교시를 Edison 고등학교에서 수강하며, 1.5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가치 있는 전문 수료증과 자격증뿐 아니라 대학 학점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 하우스에서 교사, 학생, 비즈니스와 산업 협력자들이 직접
질문에 답하고 프로그램에서 한 작업을 시연합니다. Edison 은 12501 Dalewood Drive,
Silver Spring 에 위해 있습니다. 학교 웹사이트를 봅시다.
전국 히스패닉 대학 박람회가 11 월 7 일에 있습니다.
전국 히스패닉계 대학 박람회(National Hispanic College Fair-NHCF)가 2017 년 11 월
7 일(화) Gaithersburg 소재 Bohrer Park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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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개 이상의
단과, 종합 대학과 서비스 기관이 참석합니다. 올해 추가된 프로그램으로는
Achieving Collegiate Excellence and Success (ACES) 코치와 MCPS 졸업생과 함께
하는 대학 준비와 진로 정보 담화의 시간입니다.
MCPS 학생은 학교에서 직접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행사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학교시간 중에 학교에서 직접 가게 됩니다. 행사 등록과 승인은 자녀 고등
학교의 대학 진학 및 진로 담당자(college and career coordinator)를 통해 합시다.
대학 박람회 전, 모두에게 공개되는 대학과 진로 준비 행사인 College and Career
Awareness 가 무료로 2 회 있습니다. 이 행사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10 월 22 일(일) Watkins Mill 고등학교 미디어센터(Media Center) 오전 11 시
30 분 – 오후 2 시 30 분
 10 월 26 일(목)t Kennedy 고등학교 미디어센터(Media Center)와 카페테리아
오후 6 시–9 시
자세한 안내는 NHCF 코디네이터 Patty Maloney Patricia_A_Maloney@mcpsmd.org
또는 301 353-8029 로 문의합시다.
Montgomery 칼리지가 미래와 현재 대학생의 FAFSA 작성을 돕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2017 년 10 월 1 일부터 2018-2018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FAFSA:
연방 학생 학자금 무료 신청)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예정 학생과
학생 가족은 제 2 차 FAFSA Fever 행사에서 FAFSA 양식 작성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ntgomery College 의 Office of Student Financial Aid 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는 10 월 28 일(토) 오후 12 시 3 시까지 Montgomery College
Germantown 캠퍼스 Bioscience Education Center(주소: 20200 Observation Drive)에서
있습니다.

FAFSA Fever 는 단과 대학과 종합 대학에서 장학금, 보조금 혹은 대출 등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양식인 FAFSA 를 작성하는 가정을 돕기 위한
행사입니다. FAFSA Fever 는 무료이며 일반에 공개됩니다. FAFSA 를 작성하는 대학
재학생과 처음 작성하는 대학생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하는 학생과 학생 가족은 재정 전문가를 만나고 Montgomery 칼리지
컴퓨터실에서 FAFSA 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Montogmery 칼리지 재학생은 250 불의
장학금을 받을 기회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23 세 이하인 학생은 부모/후견인과 함께 참석합시다. 자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웹사이트 www.montgomerycollege.edu/FAFSAFever 에서
등록과 준비해야할 서류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