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1 월 14 일 퀵노트 뉴스레터

1 월 21 일에 있는 과학의 밤
MCPS 와 Montgomery County Council of PTAs(MCCPTA)는 1 월 21 일 오후 6 시
30 분-8 시 30 분에 Gaithersburg 고등학교에서 과학의 밤을 개최합니다. (날씨로 인한
연기일:1 월 28 일)
이 행사를 통해 학부모님은 MCPS 교사들에게 과학의 기준과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준비된 세션입니다.
탁아서비스와 통역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Gaithersburg 고등학교는 101 Education Blvd, Gaithersburg 에 있습니다.
행사 등록

2020 Martin Luther King Jr Day(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일)이 1 월 20 일에
있습니다.
Dr. Martin Luther King, Jr 의 생일을 기리고 그의 업적을 기념하는 행사가 1 월 20 일
Music Center at Strathmore 에서 오후 4 시-6 시 30 분에 있습니다.
이 행사는 마틴 루터 킹 박사의 업적을 발표, 음악, 연극 등을 통해 기리고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꿈의 아이들"이라는 주제를 해석한 MCPS 학생들의 미술작품이
전시됩니다. Dem Raider Boyz Step Squad, Akhmedova Ballet Academy, Kevin Duke 와
Ohio Players 의 리드싱어었던 Ronnie Diamond Hoard 의 연주가 있습니다. Dr. Martin

Luther King, Jr 중학교와 Vast Expressions of Song 앙상블이 지역 아티스트 Vohn
Higgonbotham 와 함께 연주합니다.
이 가족 친화적인 행사는 무료이며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행사 입장권은 1 월
20 일 Music Center 입구에서 3 시부터 받을 수 있으며, 1 인 당 한 장의 입장권을
배부하게 됩니다. 입장은 3 기 30 분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Strathmore
website 또는 Montgomery County Office of Human Rights 웹사이트를 봅시다.
Music Center at Strathmore 는 5301 Tuckerman Lane, North Bethesda 에 있습니다.

Alert MCPS/Alert Montgomery System 을 통해 메시지를 받읍시다.
MCPS 는 우리 카운티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Alert MCPS 사용을
확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비상시 휴교와 지연 등교 또는 조기 하교에 관한 메시지는
Alert MCPS 시스템에 등록한 구독자에게 지속적으로 보내지며, 이에 추가하여
구독자에게 MCPS 가 후원하는 커뮤니티 회의와 행사, 교육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발표 등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Alert MCPS 메시지를 통해 현재 MCPS 또는 자녀의
학교를 통해 받아보시는 메시지에 추가로 받으시게 됩니다. 메시지와 안내는 Alert
MCPS 이메일 또는 문자로 제공됩니다.
교직원과 학부모님은 Alert MCPS/Alert Montgomery 에서 현재 구독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카운트에 로그인하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 또는 관심 있는
학교를 선택하거나 교육구 전체에 관련된 안내를 받아 보고 싶은 경우, “All SchoolWide System Alerts”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한 항목을 잘 확인합시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탑레벨을 선택할 경우, 관심 대상이 아닌 다른
학교의 메시지도 함께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Alert MCPS 등록 여부는 이곳을 확인합시다.

HBCU 박람회가 1 월 24 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 12 회 유서깊은 흑인 종합대학과 단과대학(HBCU) 박람회가 Universities at Shady
Grove, Building III, (9640 Gudelsky Drive, Rockville)에서 1 월 24 일(금) 오후 6 시8 시에 있습니다. 행사장에서의 등록은 오후 3 시 30 분-8 시까지입니다.
이 무료 행사는 8 학년-12 학년 학생들에게 60 개 이상의 HBCU 학교 담당자를 만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HBCU 입학 담당자는 학교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와 질문에 답해 드립니다. 이 행사는 중학생과 학부모님께 대학 준비 워크숍을

제공하며 대학생활에 관한 패널 토론회, FAFSA 작성, 장학금에 관한 여러 정보를
또한 제공합니다.
여러 HBCU 담당자는 12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 인터뷰를 제공합니다. 학생은
인터뷰를 통하여 대학 지원서 비용의 면제와 장학금, 행사에서의 입학지원 등을
받을 기회도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은 필수입니다. 박람회와 등록에 관한 정보는 이곳을 봅시다.
이 행사는 MCPS 와 Montgomery County Branch of NAACP 와 Washington InterAlumni Council of the United Negro College Fund 가 후원합니다.

커뮤니티에의 자원봉사를 통해 킹 박사의 삶을 기념합시다.
1 월 20 일(월) 오후 1 시-3 시 Bethesda North Marriott and Conference Center 에서
Montgomery 카운티 학생과 학생가족과 함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의 삶과
가르침을 기념하는 봉사의 날 행사, 2020 년 MLK 서비스의 날에 참여합시다.
봉사의 날 행사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연령에 맞는 여러 봉사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봉사학습시간(SSL)도 함께 취득할 수 있습니다. 활동은 배고프거나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음식 싸기, 호스피스 환자를 위한 스커프 만들기, 시니어를
위한 발렌타인 카드 만들기와 코트 드라이브 활동을 위한 코트 기부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행사에서는 다양한 지역 비영리단체와 정부 기관에서의
자원봉사의 기회에 관해 안내하는 자원봉사 페어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 행사는 무료입니다만. 자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전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이곳을 통해 등록합시다.
Gaithersburg, Germantown, Olney, Rockville, Silver Spring, Bethesda 에서 소규모의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Volunteer Center’s MLK Day 웹사이트를
통해 구체적인 봉사의 기회와 등록방법을 봅시다.

안전유지연합(Keeping It Safe)에서 십대 알코올 사용의 위험을 알리는 비디오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Keeping It SAFE 협회는 연례 비디오 경연대회를 후원하여 21 세 미만의 알코올
사용의 위험을 알리는 공공 메시지를 담은 30 초 비디오를 모집합니다.

이 경연대회는 2 명 이상으로 구성된 Montgomery 카운티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긴 팀에 따라 100 불부터 1,000 불까지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참여작 제출의 마감일은 2 월 28 일입니다.
Keeping It SAFE 협회는 미성년자의 알코올 사용을 막고, 청소년의 알코올에 대한
접근을 줄이며 21 세 미만 청소년의 알코올에 의한 영향 줄이기를 목표로 하여
창립된 연합 기관이자 독립협회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경연대회 규칙은 웹사이트를 봅시다.

Choose Respect 비디오 PSA 경연대회가 작품을 모집합니다.
제 11 회 연례 Choose Respect Montgomery 비디오 PSA 경연대회는 비디오 작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경연대회는 중고등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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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작품에는 상금으로 현금(1 등은
1,000 불)을 받게 됩니다.
제출 마감일은 2 월 28 일(금)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곳을 봅시다.
우승자는 3 월 29 일(일) Wheaton Community Recreation Center 에서 있을 Choose
Respect 건강한 십대 데이트 콘퍼런스 Choose Respect 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주의회 의원 Rice 씨가 Montgomery 카운티의 교육 관련 포럼을 주관합니다.
Montgomery 카운티에 거주하는 여러분을 Montgomery 카운티 교육 상태에 관한 두
번의 회의에 초대합니다. 카운티 의회 의원 Craig Rice 씨가 주관하는 이 포럼은
카운티 주민에게 학업 준비하기, 커리어 진로와 직업 관련 학습의 기회에 관해 알아
볼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1 월 28 일 Montgomery College Germantown
캠퍼스, 3 월 4 일 Northwood 고등학교에서 있습니다. MCPS Jack Smith 교육감,
Montgomery College Dr. DeRionne Pollard 학장, Universities at Shady Grove 의
executive director Stewart Edelstein 박사가 이 대화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교육위원회의 학생의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교육위원회 학생의원(SMOB) 선거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의원으로 봉사하고
싶은 학생을 위한 지원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Montgomery 거주자인 학생으로
MCPS 학교에 재학 중인 10 학년 또는 11 학년 학생은 학생의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후보자 지원 마감일은 2020 년 1 월 24 일입니다.
후보자 지원 양식은 SMOB 선거 협약(SMOB election protocols)의 26-27 쪽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 협약과 후보자를 위한 일정과 전체 일정은 MCPS SMOB
Election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