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들의 국회 의사당 건물 침입, 폭동 및 선거에 관한 대화에의 참여 

미국의 대통령 취임일이 다가옴에 따라, 미국 국회 의사당 건물의 침입과 지속적인 폭력 위협에 

대해 반성과 논의가 계속됨에 따라, MCPS는 학생들에게 우리 민주주의에의 예의와 존중을 가르 

치고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 확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선거과정, 취임식, 인종 및 기타 도전적인 

세계 및 국가 문제에 관해 배우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리더십은 교사, 서포팅 직원 및 행정관리가 이러한 대화에 참여하거나 학생의 질문에 답할 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료는 1월 6일 미국회 의사당에서 일어난 

폭동에 따른 권력 이양에 관한 뉴스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리소스는 취임식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관한 역사적 맥락과 배경을 제공합니다. 교사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력에 따라 

학생 연력에 적절한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부모님도 자녀와 이러한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유용한 링크를 

다음에 준비했습니다:  

Discovery Education. 대통령 취임일 리소스, 6-8학년과 9-12학년용. 역사적 사진, 취임식 연설과 

현재 정치적 사건 포함. 주제 중 일부: 

● 비디오: 대통령 취임일: 평화로운 권력 이전(1:08) 

● 대통령 취임식 시각화된 정보 (인포그래픽) 

● 전 대통령 취임식 사진 

● 비디오: 공휴일과 특별한 날: 대통령 취임일 (8:06, 4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 비디오: 뉴스: 역사적 취임 관점 (5:36) 

 

우리의 백악관: 대통령 취임식 키트. 이 사이트를 통해 취임선서, 1월 20일인지 그 이유, 취임식 

퍼레이드 등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활동과 독서를 살펴봅시다.  

 

담론 높이기: 인종과 다른 도전되는 문제에 관한 대화 인도 MCPS 지침 (Guide to Facilitating 

Conversations About Race & Other Challenging Issues) 

수요일 스케줄은 중고등학생이 실시간으로 민주주의 절차를 배우고 목격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조정될 예정입니다. 조정된 스케줄 등에 관한 정보는 학교에서 직접 연락을 드립니다.  

 

https://www.discoveryeducation.com/
http://ourwhitehouse.org/history-civics/inaugurations/
https://sites.google.com/mcpsmd.net/guide-to-facilitating-dialogue/home
https://sites.google.com/mcpsmd.net/guide-to-facilitating-dialogue/home


교육위원회는 투표를 통해 비대면(원격 온라인) 학습을 3월 15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1월 12일 화요일, 교육위원회는 건강 지표가 충족되거나 백신 배포의 결과로 건강 지침이 조정될 

경우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소그룹 학생의 대면 교습 복귀를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3월 

15일로 연기하기로 투표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카운티의 COVID-19 새 발병률과 검사 양성률은 

카운티와 주에서 채택한 기준보다 계속 훨씬 더 높은 상태입니다.  

 

{결정에 관해 읽기} 

 

많은 MCPS 가족이 2월 1일에 대면 교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 실망하실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우리의 대면 교습 복귀의 지침이며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현재의 감염자 

수는 현시점의 복귀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구는 우리 학생의 원격 온라인(비대면) 학습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회의 중, MCPS 교직원이 앞으로 몇 주에 걸쳐 특히 중, 고등학년 수준에 초점을 맞춘 

학생 모두의 학습 경험 향상을 위해 몇 가지 향상된 점을 공유하였습니다. 향상된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힘들어하는 학생에게 중점을 두어 아웃리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업 및 사회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수요일 가상 체크인 데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 중등수준에서는 단축된 일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과목 과정부하를 줄이고 

대신 여름 또는 향후 학기에 과정을 수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학생이 최대 두 과목까지, 문자 등급 대신, 학점 취득/비취득(통과/낙제로 알려진)을 받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합니다. 

● 대학 선이수과목인 AP 와 국제 학사 과목(IB) 과목을 포함하여 추가 교습시간(토요일이 

포함될 수도 있음)을 제공합니다.  

● 개별교습과 숙제 도움 제공 옵션을 제공합니다. 

● 원격 온라인(비대면) 학습 경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직원을 돕는 전문성 개발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옵션 중 일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가 학교 카운슬러와 상의하여 2학기 일정을 

조정하고 졸업요건 및 고등교육 이후 계획을 위한 진척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2학기 조정은 2차 성적 산출기간의 커리큘럼과 평가시험, 성적에 이미 적용된 조정에 추가됩니다. 

 

또한, MCPS는 가을 스포츠 시즌을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학교 대항 운동 및 

과외 활동에 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겠습니다.  

 

{결정에 관해 읽기}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coronavirus/dashboard/
https://go.boarddocs.com/mabe/mcpsmd/Board.nsf/files/BX9FLK66B363/$file/05.01%20ADOPTED%20Delay%20Opening%20Schools%20210112.pdf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orms/pdf/280.98.pdf
https://news.montgomeryschoolsmd.org/quicknotes/curriculum-and-instruction-adjustments-for-the-second-marking-period-and-beyond-2/
https://go.boarddocs.com/mabe/mcpsmd/Board.nsf/files/BX9FUA68D6CF/$file/05.01%20ADOPTED%20Extension%20Academic%20Eligibility%20Suspension%20210112.pdf


앞으로의 계획 

우리 모두 우리 커뮤니티의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계속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기준을 충족하여 3월 15일부터 안전한 대면교습 복귀가 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2021년 2월 

23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가 정보를 2월 23일 교육위원회 회의 후, 커뮤니티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MCPS는 학생이 학교에 돌아갈 경우의 학생들의 대면학습 

형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학교 행정관리와 협력하여 계속 일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도움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커리어에 관해 이야기하는 Let’s Talk Careers 시리즈가 1월 27일에 있습니다 

커리어에 관해 이야기하는 Let’s Talk Careers 행사가 다가옵니다. 1월 27일(수) 오전 10시-11시 

30분에 있는 첫 행사는 생물 과학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월 3일(수) 오전 10시-11시 30분에 

있는 두 번째 행사는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리어에 관해 이야기해봅시다(Let’s Talk Careers)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MCPS 졸업생들이 

매달 자신의 커리어와 진로에 관해 이야기하는 실시간 시리즈입니다. 

1월 27일 초대 연사: 

미국 식품 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의료 책임자 Gavin Imperato 박사 

메릴랜드 대학 생명공학과 (University of Maryland Fischell Department of Bioengineering) 

부교수 Katharina Maisel 박사 

국립 보건원 국립 당뇨병 및 소화기 및 신장 질환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Diabetes 

and Digestive and Kidney Disease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라스커 장기임기 조사 

연구원(Lasker Tenure-Track Investigator) Stephanie Chung 박사 

Emergent Biosolutions 과학 및 기술평가(Scientific & Technical Assessments)디렉터  

Aubrey Watkins씨 

2월 3일 초대 연사: 

영화 Inside Out 성우이자 The Daily Show with Trevor Noah 의 코메디언 및 연기자 

Lewis Black 씨 

America’s Got Talent 바이올린 연주자 및 경기자 Brian King Joseph 씨 

배우, 가수, 싱어송라이터 Tatiana Weschler 씨 

학생은 세션 전에 이곳을 통해 또는 유튜브 채팅에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mcpsweb.wufoo.com/forms/lets-talk-careers/


이 행사 시청은 이곳 을 통해 또는 MCPS-TV (Comcast 34, Verizon 36, RCN 89)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Martin Luther King Jr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일) 봉사주간  

Montgomery 카운티는 Dr. Martin Luther King, Jr의 생일을 기리고 그의 업적을 기념하는 가상 비대면 

프로그램을 1월 18일 오후 5시에 개최합니다. "그와 그들 자신의 말로: 미래를 예측하면서 과거를 

반영(In His and Their Own Words: Reflecting Our Past While Forecasting the Future)”은 극적인 낭독과 

뮤지컬 및 댄스 공연을 통해 Dr. King의 삶을 기립니다.  

올해 행사에는 Marc Elrich 카운티 군수와 Tom Hucker 카운티 의회 의장의 연설과 James Stowe 인권 

국장의 프로그램 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ontgomery 카운티 의회 임원들이 King 박사의 

연설에서 발췌한 내용을 낭독하고 4명의 학생이 "Dear Martin"으로 시작하는 마틴 박사에게 보낸 

개인 편지를 공유합니다. 이 비대면 가상행사는 Chelsey Green, Dem Raider Boyz, Akhmedova 발레 

아카데미의 생각을 자극하는 공연을 즐기며 실시간으로 MLK에서 영감을 받은 예술을 만들어내는 

대화식 프로그램입니다. 

피날레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즈 뮤지션과 Montgomery 카운티 출신 Marcus Johnson 의 특별 

공연이 있습니다. 학생은 축하 행사를 시청하고 MLK 봉사주간 카운티 전체 SSL 의 기회의 

일환으로 옹호와 반영 활동에 참여할 경우, SSL 시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LK 

학생 봉사학습활동 프로젝트 페이지를 봅시다. 

Dr. Martin Luther King Jr 목사 기념위원회와 Montgomery County Office of Human Rights가 제작한 

이 행사는 카운티 케이블Montgomery, Comcast/RCN 채널 6번과 HD 채널 996번 또는 Verizon 채널 

30번과 카운티 케이블 채널 페이스북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이벤트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와 쇼의 라이브 대화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포함한 알림 이메일을 받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행사 등록 페이지  또는 Montgomery County Office 

of Human Rights 웹사이트를 봅시다. 

또한 MCPS는 매년 Montgomery 카운티 자원봉사(Volunteer) 센터와 협력하여 봉사 기회와 친절한 

행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1월 16일(토)부터 1월 24일(일)까지 열리는 MLK 서비스 주간을 알리기 

위해 학교는 학교 전체 또는 학급의 비대면/가상 서비스 행사를 장려합니다. 자원봉사의 기회는 

이곳에서 볼 수 있으며, 교직원은 프로젝트를 이곳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Delta Sigma Thetar가 Zoom으로 MLK 프로그램을 1월 18일에 개최합니다  

Delta Sigma Theta의 Montgomery County Alumnae Chapter는 Martin Luther King, Jr 서비스의 날, 

"Real Talk in a Virtual World"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월 18일(월) 오전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
http://youtube.com/mcpstv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ontgomerycountymd.gov%2Fvolunteercenter%2Fvolunteers%2FMLK.html&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987a06ab76f249b58dd408d8b70d5d04%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6061530140690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6dsVVrt1sd%2BMAstOFLHa0AokUIrjtOrm2ljhG%2FfME5E%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ontgomerycountymd.gov%2Fvolunteercenter%2Fvolunteers%2FMLK.html&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987a06ab76f249b58dd408d8b70d5d04%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6061530140690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6dsVVrt1sd%2BMAstOFLHa0AokUIrjtOrm2ljhG%2FfME5E%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ontgomerycountymd.gov%2Fvolunteercenter%2Fvolunteers%2FMLK.html&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987a06ab76f249b58dd408d8b70d5d04%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6061530140690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6dsVVrt1sd%2BMAstOFLHa0AokUIrjtOrm2ljhG%2FfME5E%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ontgomerycountymd.gov%2Fccm&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987a06ab76f249b58dd408d8b70d5d04%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6061530140690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OxOEr9HM%2BFSmbmwS0CmbSwSR64pld0paAbR7HeDgWdc%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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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Zoom으로 진행되며, 팬더믹 시기의 정신건강 지원에 관해 Morgan 

주립대학 연구 부교수인 Jeff Menzise씨의 발표, 공인 러닝 코치 Erica Woods씨, The Griffin Firm의 

부동산 계획 및 검인 변호사 Shakisha A. Morgan 씨 등 여러 연사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와 참가 여부는 이곳을 클릭합시다. 

 

교육위원회 학생의원, SMOB 후보지원이 1월 28일까지입니다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와 MCPS는 제 44차 교육위원회 학생의원 (SMOB) 후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현재 Montgomery 카운티에 거주하는 10학년과 11학년인 MCPS 학생이어야 

합니다. 제 44회 SMOB 임기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입니다. 

SMOB 선거 절차에 관한 안내와 정보는 이곳 MCPS 웹사이트를 봅시다. 안내 사이트에는 SMOB이 

무엇인지, SMOB의 역할과 업무, 후보자가 되는 방법 및 선거 과정 등에 관한 세부정보를 설명한 

SMOB 101 행사 비디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학생회장(SMOB) 입후보 기간은 2021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추천 양식은 SMOB 선거 

프로토콜 29 쪽에 있으며, Shella Cherry, director, MCPS Student Leadership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앞으로 이메일로 2021년 1월 28일(목) 오후 5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Montgomery 카운티 공원이 가상 빙고 게임을 합니다 

Maryland-National Capital Park and Planning Commission의 일부인 Montgomery Parks 에서는 올겨울 

공원을 즐기고 탐험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로 가상 겨울 빙고(Virtual Winter Bingo)를 

개최합니다.  

참가를 위해 주민들은 24 개의 겨울 활동이 포함된 빙고카드를 다운 받습니다. 빙고 카드는 1월에 

한 카드 그리고 2월은 별도의 카드를 사용합니다. 수직, 수평 또는 대각선으로 다섯 활동을 표시하면 

빙고입니다. 빙고를 완성한 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Montgomery 파크 클래스, 

프로그램, 시설 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Active Montgomery 크레딧 50불을 드립니다.  

1 월 활동에는 하이킹, 플로깅(조깅하는 동안 쓰레기 줍기), 자연요소 찾기, 미술, 역사적 특징 및 

공원 시설 활동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안내와 프로그램 규칙은 MoCoParks.org/January Bingo 를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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