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12 월 4 일 퀵노트 워크숍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교실 공간과 학교 환경은 학생들의 학습과 교습에 큰 영향을 줍니다. MCPS 는
학생들이 매일 시간을 보내는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교육구
모든 학년의 학생이 의견을 제시해주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는 자녀들과 학습환경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설문조사
작성을 도와줍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이곳을 클릭하여
제공합시다.
MCPS 는 1 월 초까지 수집된 모든 의견을 모아 교육환경, 학교 향상에 적용하게
됩니다. 의견을 모은 후, 학생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학교와 학교 디자인에 관한
콘테스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후에 나오는 뉴스레터를 통해 제공됩니다.
회복적 정의 워크숍이 12 월 4 일에 있습니다.
학부모, 후견인과 커뮤니티 여러분을 12 월 4 일 화요일, Neelsville 중학교에서 오후
6 시 30 분–8 시 30 분에 있는 행사에 초대합니다. 이 행사는 교육구의 회복적 정의에
관한 비젼에 관해 알아보고 이러한 사회적 정의에 관한 교육이 학생들의 삶과
커뮤니티 전체에 영향을 주는 학생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행동적
문제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올 학사연도에 준비되어 있는 3 회의 행사 중 첫번째가 될 이 행사에 관한 문의는
240-740-3951 로 연락합시다. Neelsville 중학교는 11700 Neelsville Church Road,
Germantown 에 있습니다.

특수교육 학부모 워크숍이 12 월 5 일에 있습니다.
MCPS 는 학부모와 보호자 모두의 개별교육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 서류와 절차 이해를 돕기위해 특수교육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워크숍은 12 월 5 일(수) 오후 7 시부터 8 시 30 분까지 다음 장소에서 있습니다.
 Gaithersburg High School, 101 Education Blvd., Gaithersburg
 Northwood High School, 919 University Blvd West, Silver Spring
 Paint Branch High School, 14121 Old Columbia Pike, Burtonsville
신청하실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240-740-3884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교육위원회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의 기회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4 개의 정책 Policy BBB, ; Policy BFA, 정책 책정;
Policy IGK, 커리어와 테크놀로지 교육;Policy KEA, 정치적 캠페인과 정치적
유인물에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정책 초안을 보시고 의견을 제공해 주세요.
Policy KEA, Political Campaigns and Political Materials 에의 의견제시는 2018 년 12 월
16 일(일)까지, Policy BBB, Ethics; Policy BFA, Policysetting; Policy IGK, Career and
Technology Education 에의 의견제시는 2019 년 1 월 13 일까지입니다.
학생이 직접 운영하는 중고차와 컴퓨터 판매
Montgomery Count, 자동차 트레이드 재단(Automotive Trades Foundation -ATF)과
정보기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Foundation-ITF)은 학생들이 재정비한
자동차와 컴퓨터를 12 월 8 일(토) 오전 9 시-11 시, Gaithersburg 고등학교(주소:101
Education Blvd, Gaithersburg)에서 판매합니다.
판매용 자동차 리스트는 이곳을 봅시다. 판매될 컴퓨터에 대한 안내는 웹사이트를
보시거나 240-740-2050 로 전화문의합시다.
자동차와 컴퓨터는 학생들이 수업과 실습의 일환이며 학생들이 직접 수리와
재정비를 하고 시험까지 거친 후 제공됩니다. 이 판매를 통해 학생들은 직접
판매하는 세일즈 기술을 연습 해보며 학생 봉사활동 시간을 취득하고 기부와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감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 여러분의 자동차 기부를 환영합니다. 본 프로그램을 위한 자동차 기부는
Damascus, Gaithersburg, Seneca Valley 고등학교 및 Thomas Edison High School of
Technology 에서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세금면제됩니다.
Automotive Trades Foundation
Information Technology Found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