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10 월 8 일 퀵노트 뉴스레터
카운티는 독감/플루 무료 예방접종을 10 월과 11 월에 제공합니다.
2019 년 독감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독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해 독감 예방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Montgomery County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11 월
12 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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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닉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클리닉은 무료입니다만 백신수량이 한정되어 있음으로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웹사이트를 봅시다.
다음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감기와 절기에 따른 질병 전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입니다.
1.

2.
3.
4.

비누와 물 또는 알코올이 포함된 손 세척제로 손을 자주 씻는다. 특히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 꼭 씻는다. MCPS 가 승인한 손 세척제가 학교의 다양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카페테리어, 대강당, 학교 사무실 옆 등)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코와 입을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쓰레기통에 버린다.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눈, 코 혹은 입을 만지지 않는다.
발열, 기침, 계속되는 재채기, 콧물, 두통이나 온몸이 아플 경우, 학교나 직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쉰다.

5.

자녀의 건강에 대해 염려가 된다면 바로 담당의사에게 연락하거나 응급
시에는 911 로 전화한다.

카운티에 거주자를 위한 추가 독감 예방접종 클리닉이 10 월 21 일 오후 4 시 30 분7 시 30 분과 11 월 18 일 오후 4 시 30 분과 7 시 30 분에 있습니다. 클리닉은 모두
Rockville 의 Universities at Shady Grove 에서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와 사전 예약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 합시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독감
예방을 위한 여러 정보를 봅시다.
Centers for Disease Control http://www.cdc.gov/flu/protect/preventing.htm
Montgomery County http://www.montgomerycountymd.gov/resident/flu.html

Montgomery 칼리지의 진로 설명회
MCPS 는 교육구 10 학년 학생을 위해 Montgomery 칼리지와 함께 조기 준학사 학위
제공 프로그램(Early College-EC)을 제공합니다. 이 조기 준학사 학위 프로그램
설명회에 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컴퓨터 공학과 IT 사이버 시큐리티(Computer Science, IT and Cybersecurity)
학위 선택 설명회
날짜: 2019 년 10 월 8 일, 저녁 7 시
장소: Germantown Montgomery College Germantown 캠퍼스 (Globe Hall)
20200 Observation Dr., Germantown, MD 20876

1.

헬스케어(Healthcare) 학위 선택사항 설명회
날짜: 2019 년 10 월 15 일, 저녁 7 시
장소: Montgomery College Takoma Park/Silver Spring 캠퍼스 (The
Cultural Arts Center – Main Theater)
7995 Georgia Avenue, Silver Spring, MD 20910

조기 준학사 학위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재학 중에 위의 준학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여 대학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11 학년부터
다니게 되며 고등학교 11 학년과 12 학년에 MC 캠퍼스에서 모든 대학 과목을

취득합니다.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업적 도움과
함께 어렵고 도전이 되는 교습을 제공합니다. 모든 학생을 위한 수업료(Tuition)와
교재는 학교에서 제공합니다. 재정 도움에 해당하는 학생은 대학 비용(College
fees)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조기 대학 프로그램에 관해 알아봅시다.

'평등과 우수' 포럼이 10 월 15 일에 있습니다.
첫 흑인계 포럼인 교육에서의 평등과 우수 포럼이 10 월 15 일(화)에 있습니다.
이 행사는 NAACP Parents’ Council 과 Identity. Inc.가 주최하며 Gaithersburg
고등학교에서 오후 7 시-9 시에 있습니다. (주소: 101 Education Blvd., Gaithersburg)
포럼은 Montgomery 카운티의 교육관계자, Black and Brown Educational Equity
Coalition, 를 옹호단체와 커뮤니티 지도자들을 모아 증거에 따른 해결책을 통해
MCPS 의 유색인종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교육적 결과를 이룩하기 위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안전 보행(Arrive Alive): 안전한 길을 위한 학교 포럼이 10 월 19 일에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Council of Parent Teacher Associations(MCCPTA)와 Montgomery
County Pedestrian, Bicycle, and Traffic Safety Advisory Committee(PBTSAC)는 안전한
보행: 안전한 길을 위한 포럼을 10 월 19 일 오전 8 시 30 분부터 12 시 30 분까지
Northwood 고등학교에서 개최합니다.
이 무료 행사는 부모님과 학생 그리고 커뮤니티 여러분을 하나로 해주며, 우리
카운티의 도보와 버스 노선에 관해 토론을 통해 안전한 카운티를 만들어 줍니다.
보행로, 자전거 도로, 버스 정류장 위치, 학교의 승하차 장소는 아이들의 등교 중의
안전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참가자는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버스 정류장 시스템 구축
-학생들을 위한 공공 교통수단 이용 101
-크로스 가드: 어느 학교에 있나요?
-이웃에 보행로 확보하기

MCPS,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ontgomery County Police
Department, Montgomery County Planning Department 의 대표가 참석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질문에 답해 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카운티 의원이 예산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Montgomery 카운티 군수 Marc Elrich 씨가 5 번의 예산 토론회 중 제 1 회 토론회를
10 월 7 일, 월요일에 개최하여 2021 회계연도(FY21) 행정 예산안의 우선순위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합니다. 토론회 행사는 Wheaton Library and Community
Recreation Center(11701 Georgia Ave, Wheaton)에서 저녁 7 시에 있습니다.
21 회계연도 예산안 추가 토론회 일정:
1.
2.
3.
4.

10 월 21 일, 월요일 저녁 7 시 – Bethesda-Chevy Chase Regional Services Center,
4805 Edgemoor Ln, Bethesda.
10 월 30 일, 수요일 - 저녁 7 시 – Silver Spring Civic Building, in the Buffalo
Soldiers Great Hall, 1 Veterans Pl, Silver Spring.
11 월 7 일, 목요일 – 저녁 7 시 – BlackRock Center for the Arts, 12901 Town
Commons Drive in Germantown.
11 월 13 일, 수요일 – 저녁 7 시 – Eastern Montgomery Regional Services Center,
3300 Briggs Chaney Road, Silver Spring.

카운티 군수는 21 회계연도 행정 예산안을 3 월 16 일에 발표합니다.
5 월 말에 카운티 의회는 행정 예산을 승인합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수화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활동에 서비스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240-777-6507,
Maryland Relay 711)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Karen.falcon@montgomerycountymd.gov)
Join Montgomery 카운티의 FY21 예산안에 관한 소셜 미디어 대화의 장에 참여하고
토론회를 알립시다. (#MoCoBudget21)

Universities at Shady Grove 는 대학 학부 박람회를 11 월 2 일에 개최합니다.
Universities at Shady Grove(USG)는 USG 캠퍼스에 관해서와 대학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하는 다양한 학부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대학 학부 박람회에 미래 대학생들을

초대합니다. 대학 학부 박람회는 11 월 2 일 토요일 오전 9 시부터 12 시까지
Universities at Shady Grove(USG)에서 있습니다. 이 행사는 프로그램 설명과 함께
USG 로의 편입절차와 학사학위 취득에 관해 궁금한 학생들에게 더욱 도움이 됩니다.

USG 는 University System of Maryland 의 지역 고등교육 센터로, 약 80 학사학위와
석박사 학위 프로그램을 9 개 다른 주립 대학에서부터 편리하도록 Montgomery
카운티 내 한 캠퍼스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합니다. USG 는 Montgomery 칼리지나
다른 대학에서 1, 2 학년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offers 대학
3, 4 학년의 과목을 제공합니다.

가을 학부 박람회에 참석하는 학생은 USG 의 새 의생명과학과 엔지니어링
(Biomedical Sciences and Engineering-BSE) 교육 건물 투어를 포함한 캠퍼스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담당자와 만나서 학위 프로그램의 입학 요건,
Montgomery 칼리지와 타 대학에서 전환가능한 학점 설명, 진로와 커리어 준비
프로그램, 장학금, 재정보조 등에 관해 설명을 듣습니다.

학생은 또한 의생명과학과 엔지니어링(Biomedical Sciences and Engineering-BSE)
개교와 함께 이번 가을부터 시작하는 새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도 듣게 됩니다.
BSE 는 교습을 위한 연구실, 협력 학습 공간, 의료 트레이닝 시설 등의 기능과 함께
20 개의 검사용 의자와 4 개의 수술실을 갖춘 최신식 커뮤니티 치과 클리닉을 갖춘
220,000 제곱피트의 건물입니다.

USG 에 관해서와 11 월 2 일에 있는 대학 학부 박람회에 관한 안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