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 29일 퀵노트 

 

 

학용품 수집 운동에 기부합시다. 

 

자녀들에게 사물함, 책가방, 책상과 옷장 등을 정리하여 사용 가능한 것들을 학용품 

수집 운동(Drive for Supplies)에 기부하여, 학용품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장려합시다. 재활용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집된 

학용품은 MCPS 학교와 지역이나 국제 비영리단체에 기부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Student Leadership office로 전화로 문의합시다. (전화:240-740-4692) 

 
 

MCPS는 건강한 365일(Be Well 365) 주도안 

 

MCPS는 학생들의 신체, 사회, 정신건강에 초점을 둔 건강한 365일(Be Well 365)을 

시작하였습니다. 건강한 신체와 마음 그리고 정신은 학생이 더 좋은 학업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건강한 365 일(Be Well 365)은 학생이 학교, 그리고 넓게는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일원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는 감정 관리, 학습적/사회적 상황에서의 인내심 증가, 자신과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구할 수 있음, 갈등 상황에서의 평화적 해결, 긍정적인 결정 등의 

능력을 포함합니다. 

 

교육구는 이 주도안의 각 요소를 알리기 위한 웹사이트를 준비하였습니다. 2019-

2020 학사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께 건강한 365일(Be Well 365)에 관한 활동을 

더 많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bewell365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안녕과 학교 안전에 관한 정책에 관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안녕과 학교 안전에 관한 정책에 관해 한국 학부모님들과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의견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책 COA 초안,학생의 안녕과 학교 

안전(Student Well-being and School Safety)은 교육구의 정책 건강 관리(Wellness): 

신체건강과 영양 섭취 건강(Physical and Nutritional Health)과 건강한 365일(Be Well 

365): 모든 학생의 신체, 사회, 정신건강을 돕는 프로그램( Framework to Support the 

Phys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All Students) 주도안의 실행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 초안은 긍정적 학교 환경 육성적 관점에서의 안전, 

책임을 공유하는 태도, 행동적인 위협에 관한 평가, 시설, 보안 직원과 테크놀로지, 

건강 보건 관련 기관과 사법당국을 포함한 카운티 파트너와의 협력, 비상 계획과 

준비에 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책 COA 의 초안은 2018 년 Maryland 안전한 

학습법(The Maryland Safe to Learn Act of 2018)에 책정된 주요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정책 초안과 의견 제시는 는 다음 링크를 봅시다.  

 https://mcpsweb.wufoo.com/forms/q353v381lr2l51/  

여러분의 의견 제시를 6월 5일 까지 받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전해주세요.  

 

 

MCPS 학생들을 위해 정장을 기부합시다.  

 

MCPS 는 Summer RIS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정장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clothing drive with A Wider Circle 을 주관합니다. 물건의 기부는 5 월 

29 일(수) 오전 8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 (850 

Hungerford Dr., Rockville) 주차장 깃발 앞에서 받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RISE 

프로그램은 11학년과 12학년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3주동안 진행되며, 수요가 

많은 직업 중에서 학생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소개하고 배움의 기회와 경험을 

제공합니다. 

희망하는 정장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 정장-드레스, 블라우스, 상하의 정장 

 남성 정장과 상의 재킷 

 남성 신발과 벨트 

 남성 양말 새것 

 남성 벨트, 넥타이핀, 커프스 단추 

 정장 백, 가방, 지갑과 서류 가방 

 장식품-스카프와 악세서리, 보석류 

 

https://mcpsweb.wufoo.com/forms/q353v381lr2l51/


자세한 문의는 Elaine Chang-Baxter 또는 Partnerships Unit(240-740-5599)으로 연락 

합시다. 

 

 

지역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까? 카운티 일일 의원에 지원합시다.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이 되는 학생으로 정치에 관심이 있으며 Montgomery 

카운티 의회 임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한 학생은 Craig Rice 의원의 "일일 

의원"에 도전해 봅시다. 지원을 위해 학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YouTube 

비디오(2분 미만)로 제출하거나 500자 이내의 에세이를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공공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의 의견/생각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 메릴랜드 주 및/또는 몽고메리 카운티 

지도자들에게 어떤 제안 또는 제의를 하겠습니까? 

심사 후, 한 명의 학생을 명예 일일 의원으로 선발하며, 카운티 의원 Rice 씨를 따라 

의원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의회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선발된 학생은 의회에서 

학생 이름으로 명예 아침식사를 하게 되며, 의회에서의 명예 호명과 500불의 기프트 

카드를 받게 됩니다. 

 

마감일은 6 월 5일(목) 오후 5시입니다. 우승한 학생은 카운티 의회 교육 위원회 

의장인 Craig Rice씨와 독자적으로 만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지원합시다. https://tinyurl.com/CM4aday2019 

 

mailto:Elaine_L_Chang-Baxter@mcpsm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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