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노트 2018 년 2 월 제 1 호
초등학교 외국어 몰입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2 월 1 일부터 시작합니다.
MCPS 가 외국어 몰입교육 지원서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2018-2019 학사연도 입학 지원
마감일은 4 월 5 일(금)입니다. 2018-2019 학사연도 입학 지원 마감일은 4 월 5 일(금)입니다.
결과 통보 편지는 5 월 중순에 각 가정으로 우송됩니다.
외국어 몰입교육 프로그램은 유치원부터 시작되며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구에서는 카운티 내 7 개의 초등학교에서 스페인어(초등학교 세 곳),
불어(초등학교 두 곳), 중국어(초등학교 두 곳) 외국어 몰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어 몰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두 곳과 스페인어 학교 한 곳은 전체 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몰입교육은 읽기/언어영역을 포함한 모든 주요과목을 몰입교육
목표 언어로 교습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프로그램 초등학교 중 두 개의 학교와 두 개의
중국어 프로그램은 부분 몰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부분 몰입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주요 과목의 일부를 몰입교육 언어로 교습합니다.
초등학교 외국어 몰입교육 프로그램(elementary immersion programs)에 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서 출력은 Immersion Interest Form 을 통해 내려받으시거나, Special Programs
웹사이트를 봅시다. 외국어 몰입교육 양식은 각 초등학교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다음 정보회의 안내를 봅시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uploadedFiles/curriculum/specialprograms/admissions/I
mmersion%20Interest%20Meeting%20for%20Web%20docx%20revised%201.18.18(1).pdf
결과 통보 편지는 5 월에 각 가정으로 우송됩니다. 지원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지원서는
받는 순서대로 대기자 명단에 등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1-592-2040)
초등학교 몰입교육 프로그램

MCPS 는 제 2 회 United We Learn 학생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학생은 2 명 이상의 그룹으로 시각예술이나 글로 쓴 작품을 제출합니다. 마감일은 3 월 16 일
오후 5 시입니다.
MCPS 는 모든 학생이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필요한 기회와 자원을 접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구의 다양성을 기념하고 경축합니다. 이 헌신을 육성하기위해,
MCPS 는 교육구 전체 학생 경연대회,"United We Learn: All Means All(우리는 함께 배워요:
모두는 우리 모두예요)"를 2 년째 개최합니다.
학생은 공평함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다양성 경축에 관한 그림 등의 시각예술과 글로의
표현을 제출합니다. 이 경연대회는 학생들에게 공평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리적,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며, All Means All, 모두는 우리 모두라는 개념을 방해하는 법적
문제 또는 도움, 태도, 전통, 체계적 방법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등에 관해 생각하도록
해줍니다. 목표는 학생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공평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기회와 자원을 접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해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대회는 모든 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출한 작품은 작품 매체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작품은 두 명 이상의 학생 그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 시각예술/미술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경연대회 모집은 1 월 29 일부터 시작하며 마감일은 3 월 16 일 오후 5 시입니다.

특수교육에의 공헌을 기념합시다.
특수교육 상 후보자를 추천합시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모두가 특수교육 학생들의
성공적인 적응에 공헌한 개인과 프로그램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후보추천 마감일은 3 월
23 일(금)입니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님이 특수교육 학생들의 성공적인 적응에 공헌한 개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상은 Special Education Committee of the Montgomery County Council of PTAs (MCCPTA)에서
제공합니다. 5 월 14 일에 Rockville 고등학교에서 있을 이 시상식에서는 장애 학생을 위한
노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후보자/프로그램은 교직원, 프로그램, 학부모, 학생의 4 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온라인으로의 제출을 권고합니다.

신청서 접수 마감은 3 월 23 일(금)입니다. 교직원, 학부모와 학생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서는 이메일 첨부파일로 Jeanne Taylor 씨에게 보내시거나, 또는 우편 Montgomery
County Council of PTAs, P.O. Box 10754, Rockville, MD 20849 으로 보냅시다.
온라인으로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추천양식과 추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함께 첨부하여 MCCPTA office: Montgomery County Council of PTAs, P.O. Box 10754,
Rockville, MD 20849 로 우편으로 보냅시다.
자세한 안내는 Jeanne Taylor 씨 ()에게 전화문의합시다.
MCCPTA 특수교육 상 후보 추천서 2017-2018

Choose Respect 컴퍼런스가 건강한 십대 데이트를 조명합니다.
4 월 15 일 행사는 십대 데이트 폭력 문제를 다룹니다. 이 행사에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자료페어와 학생, 학부모, 교육자와 청소년 서비스제공자를 위한 워크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9 회 연례 Choose Respect Montgomery 컴퍼런스는 4 월 15 일(일)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에서 있습니다. 십대 데이트 폭력에 관한 문제에 관한 이 행사에는 12 시부터 오후
1 시까지 자료와 자원 제공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컴퍼런스는 학생, 학부모,
교육자와 청소년 서비스 제공자들간의 대화의 장인 워크숍이 오후 1 시-4 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3 월 1 일(목)부터 시작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nrNQEt06tgfXpiahEDyxRXQqrFbFQUF53KcN0
RgXOznkVA/viewform
Choose Respect 비디오 PSA 경연대회는 비디오 작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분 비디오
우승자는 1,000 불까지의 현금을 부상으로 받게 됩니다. 이 경연대회는 십대가 만든 공공
광고 비디오를 통해 십대의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회입니다. 이 경연대회는 6 학년부터 12 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혼자 또는 그룹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출 마감일은 2018 년 3 월 16 일(금)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곳을
봅시다.

여름 캠프가 등록을 준비합니다.
수백 종류의 프로그램과 활동이 카운티 여러
시작되었습니다.

장소에서 있습니다. 프로그램 등록이

Montgomery County Recreation 와 Montgomery Parks 는 올여름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캠프 수백 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운티 캠프는 비용이 저렴하며 즐겁고 저렴한

캠프는 다니기 쉽도록 카운티 전역에서 있습니다. 관심 분야와 습득 수준, 나이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름 프로그램에는 수영, 미술, 자연, 탐험/탐구, 요리,
스포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ontgomery 카운티 캠프 프로그램 안내와 등록은 온라인을 봅시다. 이곳을 클릭하여
봅시다. 프로그램 등록이 시작하였으며 등록과 안내는 온라인, ActiveMontgomery.org 를
봅시다.
캠프 안내서의 사본은 지역 리크리에이션 센터, 공원, 수영장, 시니어센터, 지역 도서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40-777-6840 으로 합시다.
2018 년 안전한 패트롤 캠프
Montgomery County Police School Safety Unit 은 6 월과 7 월에 일주일 동안 안전 패트롤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 캠프는 학교 패트롤로 5 학년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안전
패트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책임에 관해 배우게 됩니다. 이 일주일 캠프는
메릴랜드 Emmittsburg 의 Summit Lake 캠프에서 있으며 비용은 325 불입니다. 교통편은
캠프에서 제공합니다. 캠프는 2 번 있으며, 6 월 25 일-6 월 29 일과 7 월 16 일 7 월 20 일입니다.
학부모님은 두 회 중, 한 번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은 선착순입니다.
2018 년 안전한 패트롤 캠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