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년 1 월 29 일 -1 월 제 2 호 

 

United We Learn 경연대회에서 자신이 꿈꾸는 교실을 디자인해봅시다. 

 

MCPS 는 United We Learn 학생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의 주제, United We 

Learn: 올해의 미래의 학교라는 주제를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습공간을 

디자인하도록 하고 물리적 환경이 학생 개인의 학습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연대회는 2018 년 11 월에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그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교습공간의 사용 내역과 미래에 소망하는 학교와 

교실에 대한 기대에 부합한 것입니다. 설문조사에서 자주 거론된 항목에는 색, 조명, 

가구, 테크놀로지와 보안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우리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연대회는 학생들이 소망하는 

미래의 학습공간을 디자인할 때 설문조사에서 수렴된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경연대회의 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우리 교육구의 미래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제출한 작품은 2019 년 3 월 15 일 오후 5 시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연대회에 관한 안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자세한 설명은 비디오를 봅시다. 

 

한인 학부모님을 위한 워크숍이 1 월 31 일(목)에 있습니다.  

 

1 월 31 일(목)오후 6 시 Hoover 중학교에서 “부모 대화의 장:강건한가정 -

강건한학교”이라는 주제로 한인 학부모님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Parent Chat: Strong Families – Strong Schools 한국어 워크숍은, 한국 

학부모님을 위해 자녀양육과 강건한 가족을 만드는 방법에 관해 함께 나누는 

https://mcpsweb.wufoo.com/forms/q18pyyvm0ealiu4/
https://montgomeryschoolsmd.org/events/unitedwelearn/
https://www.youtube.com/watch?v=gEPBLZIXbEU&feature=youtu.be


대화의 장으로 4 세 이상의 학생을 위한 탁아 서비스와 통역이 제공됩니다. 과목 

안내는 학부모 아카데미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arentacademy 

 

 

특수교육에 대한 공헌을 기념합니다. 

 

학부모님과 학생은 특수교육 학생들에 대한 수용과 성공에 기여한 개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상은 Special Education Committee of the Montgomery County Council of PTAs 

(MCCPTA)에서 제공합니다. 5 월 16 일에 있는 시상식에서는 장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 학생들의 성공에 기여한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후보자는 교직원, 프로그램, 학부모, 학생의 4 가지 분야로 나누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의 제출을 권고합니다.  

 

신청서 접수 마감은 3 월 22 일(금)입니다. 교직원, 학부모와 학생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은 이메일에 첨부파일 또는 이곳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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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안내는 이메일로 문의합시다. 

 

후보 추천서 

 
 

회복적 정의 워크숍이 2 월 5 일과 4 월 2 일에 있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하여 교육구의 회복적 정의에 관한 비젼을 알아보고 사회적 정의에 

관한 교육이 학생들의 삶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학생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행동적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문제의 해결 방법을 함께 나누는 대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Julius West 중학교, 651 Great Falls Road, Rockville.  

 

Loiederman 중학교, 12701 Goodhill Road, Silver Spring.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montgomeryschoolsmd.org_departments_parentacademy&d=DwMFaQ&c=fgAH0TEak9hSJygxoVsafg&r=3MQ20uGRcX4iQzSA6QE8oHln-Fiqtq092AsqR7O0KlI&m=VYqWn1c5WTuE-SmUq5rGo9-MiXSCA-yPgFQv44447SM&s=l3r-E-J8a0fsOT351316yOL-MdZNizzoX9oM4kcEz1U&e=
mailto:SpecialEd@mccpta.org
mailto:SpecialEd@mccpta.org
https://news.montgomeryschoolsmd.org/wp-content/uploads/2019/01/MCCPTA-2018-2019-Special-Education-Award-Nomination-Form.pdf


 

이곳을 통해 참석을 알립시다.  자세한 문의는 240-740-395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프로그램의 미래에 관한 커뮤니티 대화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학업담당 부교육감, Chief Academic Officer 인 Maria Navarro 씨와 함께 고등학교 

프로그램의 미래에 관해 함께 토론합시다.  

 

이 행사에서 MCPS 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과 커리어 준비를 위해 앞으로 

제공하였으면 하는 프로그램에 관해 토론을 하게 됩니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커뮤니티 모두를 이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대화의 장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월 11 일, 월요일, Clarksburg 고등학교 오후 6 시 30 분 –8 시 30 분 

 4 월 8 일, 월요일,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오후 6 시 30 분 –8 시 30 분. 

 

등록은 이곳에서 합시다. 
 

 

교육위원회 정책 KBA 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 주세요.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는 공공 정보 정책(Policy KBA)의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듣고자 합니다. 정책 개정은 Montgomery 카운티의 다양한 기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의 커뮤니티와의 효과적인 대화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된 정책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적 측면과 학생과 교직원의 정보에 대한 공유의 

적절성에 대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중시하는 교육위원회의 헌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시는 2019 년 3 월 3 일까지입니다. 의견제시에 관한 안내는  

웹사이트 를 봅시다.  

 

 

Choose Respect 비디오 PSA 경연대회가 작품을 모집합니다.  

 

제 10 회 연례 Choose Respect Montgomery 비디오 PSA 경연대회는 비디오 작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경연대회는 십대가 만든 오리지널 60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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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비디오 다섯 작품에는 상금으로 현금(1 등은 1,000 불)을 받게 

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WfjOKCki49fhD4z5Vg9Pkb0noUO4-fYnq9UG7RZY0SU/edit
https://mcpsweb.wufoo.com/forms/community-conversation/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olicy/policy-for-public-comment.aspx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olicy/policy-for-public-comment.aspx


 

제출 마감일은 3 월 8 일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곳을 봅시다.  

 

우승자는 4 월 7 일(일)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에서의 Choose Respect 건강한  

십대 데이트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존중 선택 

 

 

LEAAP 교육장학금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몽고메리 교육구 교육자의 모임인 LEAAP 에서는 아시아계 미래 교육자를 위해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할 올해 졸업반인 12 학년 학생으로, 

아사이계 동아리, 아시아계 기관에서의 자원봉사시간을 취득한 학생들은, 각 

학생마다 2,000 불의 장학금을 받는 LEAAP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는 

5 월 1 일의 LEAPP 행사에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LEAAP 교육 장학금 안내 웹사이트 

 

 

이 외의 기타 장학금 안내는 교육구 웹사이트를 봅시다. 

교육구 장학금 웹사이트 

https://www.montgomerycountymd.gov/fjc/chooserespect/psa.html
https://www.montgomerycountymd.gov/fjc/chooserespect/psa.html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ko/news/index.aspx?id=621190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curriculum/careercenter/financialaid/scholarshipupdates.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