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위원회가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대면수업 일정을 승인했습니다. 

 

2월 9일, 교육위원회는 특정 특수교육 프로그램과 진로와 기술 프로그램 학생들로 

부터 시작하는 안전한 대면학습을 2021년 3월 1일에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또한, 대면학습을 3월 15일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진행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선호조사에서 버추얼 학습을 선택한 가정은 학교 건물로 돌아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버추얼 학습을 진행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학생이 돌아오기 전에 

직원교육과 건물의 준비를 마치기 위하여 2020-2021학사년도의 3월 8일을 

비교습의 날로 승인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면교육 일정과 MCPS 2021년 봄학기 복귀 가이드를 

읽어보세요 

 

반인종차별주의 관련 전체적인 시스템 감사에 대한 최신정보 

 

가을에 시작하는 MCPS의 시스템의 반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는 모든 

학생들의 인종과 성향이 근접성, 기회 혹은 공평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MCPS 시스템 전체의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외부 

컨설턴트인 중대서양 형평협회(MAEC)가 감사의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반인종차별주의 시스템 감사는 인종과 성향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여섯가지 

주요 부분을 분석하고 포커스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교과과정의 리뷰 수행 

 학교문화 평가 

 직원의 다양성 분석 

 근무환경과 다른 장애 조건에 대한 조사 

 최선을 다하는 진보에 대한 평가: 공평과 성취의 구조 

 적절한 소통과 연대를 위한 전략의 추천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ublicinfo/community/school-year-2020-2021/Community-Update-20210209.html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ublicinfo/community/school-year-2020-2021/Community-Update-20210209.html


감사의 새로운 단계 

 

공평성 감사: 2021년 2월-5월  
 

MAEC는 미국 전체의 여러 학교와 교육구에서 잠재적인 불평등 부분들의 발견에 

기여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창출한 공평성 감사도구를 개발헀습니다. 이 도구는 

학생과 직원들의 인종, 민족, 성별, 출신국가(영어 학습자), 피부색, 나이, 성적 

성향, 성 정체성, 종교 혹은 다른 사회 문화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하여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프로그램과 관행을 조사합니다. 이 도구는 공평한 

학교의 기준을 살펴보며 다음의 부분들로 나눕니다:학교정책, 학교기관과 행정, 

학교분위기/환경, 평가와 배치, 직원교육과 표준, 그리고 교과과정 개발. 이 

도구의 사용은  MCPS의 208개의 모든 학교에서 진행되며 교육구 전체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2021년 2월-5월  
 

MAEC는 MCPS학생, 직원,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여러번의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감사의 여섯가지 주요 부분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평가할 것입니다. 

 

타운홀 미팅: 2021년 3월-4월  
MAEC는 카운티의 지리적 차이를 찾기위해서 아홉번의 타운홀 미팅을 

진행합니다. 미팅은 대면회의로 진행되고 (공중보건 여건이 허락한다면) 

생방송됩니다. MAEC가 대면으로 미팅을 주체할 수 없다면 버추얼로 진행됩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감사의 각 여섯가지 주요 부분에 대하여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훈련된 진행자가 인도하게 됩니다. 

 

포커스 그룹: 2021년 4월-5월  
MAEC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주요 이해관계자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24개 포커스 

그룹을 구성합니다. 각 그룹은 10명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됩니다. 이 포커스 

그룹들은 특별히 MCPS의 과소(underrepresented)그룹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목표를 갖고 구성될 것입니다.  

 

마지막 보고: 2021년 6월-9월  
MAEC는 마지막 보고를 작성합니다. 

 

 

 



추천 사항, 분포와 전략적 계획: 2021년 9월-10월  
마지막 보고후에, MAEC는 MCPS직원, 그리고 인종차별 반대위원회와 함께 

협력하여 직원교육과 학생의 교습, 그리고 MCPS의 전략적 계획에 관한 

추천사항을 작성합니다. 

 

두 그룹이 진행과정에 조언/협의하는 역할로 참여하게 됩니다. 한 그룹은 학생, 

부모님/후견인, 교사, 서포팅 서비스 직원, 행정직원, 지역사회 맴버로 

구성됩니다. 이 그룹은 감사 가이드 위원회 역할을 맡아 직접적으로 MAEC와 

일하며 개발, 이행, 결과와 추천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하게 됩니다. 두번째 

조언/협의 그룹은 전문적 감사 조언그룹입니다. 장학사 대리 사무실 직원이 이 

위원회의 책임자가 됩니다. 이 그룹은 교육에서의 공평성과 다양성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그리고 지역에서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입니다. 이 그룹의 

맴버들은 감사과정에 피드백을 제공하는"팅크탱크"역할을 하며 고려해야 할 

질문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인종차별반대 감사와 참여 기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를 보세요 . 

 

 

MCPS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여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MCPS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다양한 여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학년도를 끝내며 수학, 문해, 학생이 다음 학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습 능력에 포커스를 맟춘 이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학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학점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첫수강이든 재수강이든 졸업에 필요한 모든 과목에서 제공됩니다.  

 

연장학년도 (ESY), 연장학습기회, 여름 탐구학습 (ELO SAIL), Summer RISE, 

Summer UP을 포함하는 전통적인 프로그램과 다른 학습기회들과 캠프도 함께 

제공됩니다.  

MCPS는 학생과의 대면학습을 추구하지만 버추얼/하이브리드 교습모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MCPS 전체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예산이 승인 되면) 6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진행됩니다. 각 프로그램의 기간은 

프로그램과 학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중앙 프로그램과 특정 학교 

프로그램의 발표는 3월에 하며 학생들의 등록은 4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antiracist/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CFlp_t_TmXMJf9td88129JwNn2MCTAgldaJpaapacY/edit?usp=sharing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CFlp_t_TmXMJf9td88129JwNn2MCTAgldaJpaapacY/edit?usp=sharing


중고등학생의 2학기 스케줄 조정  

중고등학교 학년의 버추얼 학습에 관한 피드백에 대한 반응으로스케줄 조정은  

버추얼 학습에서의 학생/교사 경험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건강과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 옵션을 주기 위하여 스케줄을 보완했습니다. 이 2학기의 조정은 

2분기에 시작한 다른 조정에 더해진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2학기 스케줄 조정은 다음의 기회들을 포함합니다: 

 

 여름학기나 미래에 학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니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강 과목 수를 줄인 스케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졸업에 필요한 과목이 아닌 경우, 두 과목까지 학점/무학점 

(패스/실패라고 알려진) 클래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졸업에 필요한 과목이 아닌 경우, 2020-2021년 1학기 과목도 

소급해서 학점/무학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스케줄과 학점이수 옵션을 원하는 학생/부모님은 학교 상담사와 

자세히 상의해서 교장선생님의 리뷰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옵션과 과정의 요약입니다: 

  

https://news.montgomeryschoolsmd.org/quicknotes/adjustments-made-to-semester-2-secondary-schedules/
https://news.montgomeryschoolsmd.org/quicknotes/curriculum-and-instruction-adjustments-for-the-second-marking-period-and-beyond-2/


 

스케줄 옵션 학기 22020-21 학기12020-21(소급) 

과목수를 줄인 

스케줄 요청 

MCPS Form 280-98 학교 

상담사 그리고/또는 

학생건강팀과 상의  

해당 안 됨 

학과목 

학점/무학점 

신청서 

MCPS Form 270-32, High 

School; MCPS Form 270-

32A, 중학교 고등학교 상담사 

그리고/또는 학생건강팀과 

상의 

 

MCPS Form 270-32, 

고등학교; MCPS Form 

270-32A, 중학교 

 

학점조정 신청서 2021년 

5월 5일까지 등록 담당자가 

처리합니다. 

성적표에 

기록되지 않도록 

하는 취소 

2021년 4월 까지 이수과목 

수를 줄이는 신청서 MCPS 

Form 280-98. 

2020년 10월 7일과 2020년 

11월 6일 사이에 

취소했다면 

학생/부모님/후견인은 

취소과목의 학점의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카운슬러나 등록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면 교장 선생님이 

승인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MCPS로 보낸 후에 학생의 

기록이 업데이트 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학생의 학교 카운슬러에게 연락하세요. 

 

AP시험(Advanced Placement)과 IB시험(International Baccalaureate)의 변화 

2월 4일, the College Board 와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는 2021년 봄의 

Advanced Placement 시험(AP) 과  IB 시험의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MCPS는 

가능한 옵션을 리뷰하고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모아 교육구 전체의 2021년 봄의 

AP와 IB 시험의 진행 계획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옵션의 요약입니다: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orms/pdf/280.98.pdf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orms/pdf/270-32.pdf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orms/pdf/270-32.pdf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orms/pdf/270-32a.pdf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orms/pdf/270-32a.pdf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orms/pdf/270-32.pdf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orms/pdf/270-32.pdf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orms/pdf/270-32a.pdf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orms/pdf/270-32a.pdf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orms/pdf/355-27a.pdf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orms/pdf/280.98.pdf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orms/pdf/280.98.pdf


 AP Exams: 컬리지 보드(College Board)는 각 시험이 가능한 세번의 

시험기간을 발표했습니다. 첫번째 기간인 5월 3일-17일에는 종이/연필 

시험, 전통적인 감독의 방법이 제공됩니다. 또한 5월 18일-28일과  6월 1일 

-11일에는 종이/연필 시험과 학교나 가정에서 볼수 있는 디지털 시험이 

같이 제공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여기를 보세요. 

 

 IB 시험 : IB 시험의 두가지 옵션: 1) 5월 시험기간의 전통적인 

종이/연필시험, 또는 2) 내부평가의 제출Internal Assessments (IAs)로 

대신하여 IB학점을 받고 IB 디플로마, 그리고 해당한다면 대학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더 많은 정보는 여기를 보세요. 

5월 초에 업데이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교 카운슬러 선생님들의 업적을 기념합니다. 

2월 1일-5일에 전국 학교 카운슬러의 주를 기념했습니다. 학교 카운슬러의 

역할과 카운슬러가 학생과 가족들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하는 지를 알아봅시다.  

카운슬러가 하는 일을 보여주는 웨이메이킹 에피소드 최신판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피소드는 호스트이자 MCPS의 심리서비스 디렉터이신 Christina 

Conolly가 학교 카운슬링 서비스에서 일하시는 Alexis Lee, 그리고 Lindsay 

Cao와 함께 학교 카운슬러가 제공하는 도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비디오는 

스페인어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전학 등록기간이 시작 됐습니다. 

자녀를 거주지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학교 재배정(COSA)을 원하시는 몽고메리 

교육구 부모님/후견인은 2월 1일에 시작되는 전학기간 동안에 전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COSA 요청은 2021년 4월 1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MCPS)의 학생은 거주 지역에 따라 배정된 

거주지학교 (home school)나 개인교육계획(IEP)에 따라 배정된 학교에 

출석해야 합니다. 학생은 거주지 학교나 IEP에 따라 배정된 학교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CO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고충(unique hardship)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학생의 

특정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감정적 건강 또는 가족의 상황이나 개인적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pcentral.collegeboard.org%2Fabout-ap-2021%2Fupdates%3F%257Chome%3D%26%257Capc-ap2021%3D%26affiliateId%3D%2Fabout-ap-20-21%2Fap-2020-2021%3FaffiliateId%3Dap%257Chome%26bannerId%3Dheroaa%257Capc-ap2021%26bannerId%3Dheroaa&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f6abe57f8c1d4f8f0dc208d8cc9994f1%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30730542763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KuIxvNalo1OV7%2BUuvRc5D2oqwV%2BlG7TeSvv5Nt9nGFs%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ibo.org%2Fnews%2Fnews-about-the-ib%2Fupdate-for-may-2021-diploma-programme-and-career-related-programme-examination-session%2F&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f6abe57f8c1d4f8f0dc208d8cc9994f1%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30730542763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OS02LSXFmWFvg%2FLFB%2BEZr1iA2GGvZeYUey7g%2F4xHm0Y%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YxqIjIhkzVs&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943bb086f5da4721ad1b08d8cc86d2e1%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22671827579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Tg6mmRmUyxwVVhCD5xWHwjmRMgq1YPyxWWIISSkYAmg%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yJN5n3f3K0s%26feature%3Dyoutu.be&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943bb086f5da4721ad1b08d8cc86d2e1%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22671828579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tnIf9KPvpXMJpqMQvR%2BomJo7BL4wOfo6KR2Ah5%2Foxy0%3D&reserved=0


상황이 COSA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고 참작되는 경우에 CO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내에서 이사한 후에 이전 거주지의 학교에 지속적으로 

다니고 싶을 경우에는 특수한 고충을 보여주지 않아도 CO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해당 학사년도내 남은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단, 

11학년 또는 12학년 학생의 경우, COSA 신청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까지 

유효합니다.  

학생이 전학을 원하는 학교의 정규/일반 학교 프로그램이나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형제가 같은 학년도에 다니게 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초등학교 수준의 매그넷, 언어몰입, 또는 다른 등록 프로그램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 COSA는 케이스에 따라서 형제들이 학교의 일반 

프로그램에 다니는 것을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은 교실 공간, 학년 

수준의 등록 수, 교직원 수 또는 학교의 다른 요건들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학생의 거주지 학교에 다중년도 학습프로그램이나 한과목을 여러해 동안 

공부하는 연속 프로그램이 없고, 이런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다른 학교나 

프로그램에 자리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안내) 

위의 형제에 관한 기준은 학군이 바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1-2022 학사년도에 6학년이 되는 학생을 시작으로 COSA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이 중학교의 입학연결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고충을 설명하는 COSA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전학의 과정은 부모님/후견인이 거주지 학교에서 Change of School 
Assignment (COSA)정보책자  COSA 서류양식, 신청과정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COSA 책자는 온라인 

www.montgomeryschoolsmd.org/info/transfers.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책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학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되는 카운티 프로그램은 정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NEC, DCC 또는 MSMC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이동은 Division of Consortia 

Choice and Application Program Services 240-740-2540 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choolchoice.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info/transfers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choolchoice


전학과정에 더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부모님/후견인은 거주지 학교의 교장 

선생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MCPS 가족에게 대량의 식사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는 일하시는 부모님의 스케줄 편의를 도모하고 MCPS학생의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대량의 식사 박스를 제공합니다. MCPS는 수요일(3일용 식사 

박스)과 금요일(4일용 식사박스)에 두곳의 지정 장소에서 식사박스를 

배부합니다. 아래의 선택장소가 미리 오더한 식사박스를 받는 지정장소가 

됩니다. 

18세 이하의 학생에게는 지정장소에서만 식사박스를 배부합니다. 박스는 선택된 

장소에서 운영시간 중에 픽업해야 합니다. 

박스는 미리 주문해야 합니다. 미리 주문한 박스만 배부합니다. 이것을 작성하는 

것은 주문서화요일과 금요일에 픽업하는 일주일분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각 

박스에는 아침, 점심, 스넥과 저녁식사가 들어있습니다. 

주문: 

● 박스는 픽업하는 전 주의 목요일까지 주문해야 합니다. 

● 주문확인은 이메일로 보냄니다. 

박스 배부 서비스 시간 

● Seneca Valley High School: 오전 7:30—8:30 

● White Oak Middle School:오전 7:30—8:30  

 

화요일 식사박스: 3일분 식사박스(어린이당 한박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시사 제공 

● 3 아침 

● 3 점심 

● 3 스넥 

● 3 저녁  

 금요일 식사박스: 4일분 식사박스(어린이당 한박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 4 아침 

● 4 점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R3viNZM3XzzHEoNsAesHAZFwWCTDm5N4Z2b-g8Q8NJR4bNg/viewform?vc=0&c=0&w=1&flr=0&gxids=7628


● 4 스넥 

● 4 저녁 

 

튜터미(TutorMe)무료 학습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utorMe.com 에서 새로운 온라인 튜터링과 숙제 도움 서비스가 3학년-

12학년의 모든 과목에서 제공됩니다. 

TutorMe.com은 MCPS 학생 Canvas와 StudentVUE 어카운트에서 필요할 때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리소스입니다. TutorMe.com서비스는 

MCPS의 새로운 커리큘럼 도구의 사용 지식을 포함하며 MCPS의 교과과정에 

맞추어진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교사의 범죄 신원 조사를 

포함하여 높은 수준의 다양한 교사를 우수성에 따른 선발하는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매주 7일간 24시간 제공됩니다. 

서비스 특징: 

가상 화이트 보드가 있는 온라인 교습 공간 

글 편집과 채팅하는 공간 

오디오/비디오 채팅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카메라를 켤 필요가 없음) 

학생을 돕는 교습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시 스크린샷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 

수학에서 과학, 사회에서 영어, 외국어까지 300개 이상의 과목 

더 많은 정보는 회사의 웹사이트를 보세요www.tutorme.com. 학생이 서비스에 

연결하는 방법은여기에 있습니다. 

 

 

학부모 아카데미가 제공하는 최근의 클래스를 보세요. 

학사년도 중에 학생과 가족들은 학부모 아카데미 투고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아카데미 투고우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버추얼 

웹세미나 시리즈입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여러 버추얼 차트와 

워크샵도 있습니다.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tutorme.com%2F&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f6a2984c20ff453b97ed08d8cc6add3a%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10663250322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kM2n4aF3falVCdIIXG9sudcdDmL4cSO5IzrH5DFWalM%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tutorme.com%2Fsubjects%2F&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f6a2984c20ff453b97ed08d8cc6add3a%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10663251321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I9aLtyyv6n0qRDQ5HrsfgBGVFgv2Syqq03wrBbzmgGE%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tutorme.com%2F&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f6a2984c20ff453b97ed08d8cc6add3a%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10663251321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5kQTgf70fF0fifYiz7FfWs29JmOarxnOHvwmD0sBjxM%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ocs.google.com%2Fdocument%2Fd%2F1w4EhklfU_Skz1mUW_hRqf6Cmutfrw4bHpchMOaHF_u0%2Fedit&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f6a2984c20ff453b97ed08d8cc6add3a%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10663252320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dKUtnNy9Sblg6UelKLrS2wXC04T8x5m8jf%2Br1XLD9n0%3D&reserved=0


Manejar las Emociones en Tiempos Difíciles (어려운 시기의 감정 조절) 

2월 17일 오후 6-7시 

자세한 내용 

 

버추얼 대화:  CommUNITY Chat 

2월 24일 오후 6-7시 

자세한 내용 

 

심호흡을 합시다: 학생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2월 25일 오후 6-7시 

자세한 내용 

아래는 부모님 아카데미의 최근 투고우 워크샵입니다. 전체 플레이 리스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Navegando por la experiencia universitaria con ACES (ACES와 

함께하는 대학경험 탐색) 

몽고메리 카운티의 영아 유아 프로그램-버추얼 세팅에서의 정보와 리소스 

우리의 정신은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고등학교 문화의 변화를 위한 

운동  

어른 서비스와 도움: 몽고메리 대학의 평등교육 기회센터에 대한 개요 

버추얼 내비안스(Virtual Naviance: 대학과 진로계획 자료 

버추얼 워크샵, 챗, 웨비나의 모든 리스트는 여기를 보세요 Parent Academy 

website. 

 

베이핑 반대 심포지움이 2월 27일에 열립니다 

MCPS는 베이핑 반대 심포지움을 2월 27일, 토요일 오전11:30 –오후 1:00 까지 

주최합니다. 이 이벤트는 학생, 직원, 부모님, 의료진, 지역주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베에핑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학교와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조연설은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의 보건 과학자인 Dr. Ruben 

Baler입니다. Baler 박사는 "청소년의 두뇌와 베이핑 유행"에 대한 토론을 하실 

예정입니다. Baler 박사는 전자담배의 흡연이 학생의 발달 단계를 어떻게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ontgomeryschoolsmd.org%2Fdepartments%2Fparentacademy%2Fworkshops.aspx%2F%23Feb_17&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f6a2984c20ff453b97ed08d8cc6add3a%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10663253321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V3kTCWHIeSTQK%2Bqo4c%2F68%2BCzsePygBJ%2BmaKM3uoito0%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ontgomeryschoolsmd.org%2Fdepartments%2Fparentacademy%2Fworkshops.aspx%2F%23Feb_24&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f6a2984c20ff453b97ed08d8cc6add3a%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10663253321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bGuazb2xqMd2V3sm4MvMUgvGNvdXR1P6DT6IRZyd6FY%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ontgomeryschoolsmd.org%2Fdepartments%2Fparentacademy%2Fworkshops.aspx%2F%23Feb_25&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f6a2984c20ff453b97ed08d8cc6add3a%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10663254320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gq7lCxHmyt1x0M2QuKLGsUlfHs2YdruOMPuFxW%2BVSTo%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youtube.com%2Fplaylist%3Flist%3DPLkZwAghwrSytl9ETg9zDod7TQEcY9GUAL&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f6a2984c20ff453b97ed08d8cc6add3a%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10663254320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SdxGAE%2FVpxQX5poEBP6%2BufzvVRA2FiY5Vsm5LQNa6Y8%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youtu.be%2FuPr-RElVSm0&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f6a2984c20ff453b97ed08d8cc6add3a%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10663255319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LWtwDIzVpIC5Fy9Okq%2BvUmy%2FklOhOop%2Fg97hLfWmquk%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youtu.be%2FG6zLftYyukA&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f6a2984c20ff453b97ed08d8cc6add3a%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10663255319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Da6zLLDME2OlFLRkgWGJf1MXA%2FUuzoi1XVGsAwu4NN8%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youtu.be%2Ff5iJvK2Pzrg&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f6a2984c20ff453b97ed08d8cc6add3a%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10663255319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AMJrj6O66mkuNQSP9jqBLqvq7WcCZ4iWGsHGU5%2FvPco%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youtu.be%2Ff5iJvK2Pzrg&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f6a2984c20ff453b97ed08d8cc6add3a%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10663255319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AMJrj6O66mkuNQSP9jqBLqvq7WcCZ4iWGsHGU5%2FvPco%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youtu.be%2FJyo9_2W5CzA&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f6a2984c20ff453b97ed08d8cc6add3a%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10663256318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BxoknWjduEmhxwjDFk0MKvw9pcDSMum7CBx%2BsK3hPE8%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youtu.be%2FsZI2UlESu54&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f6a2984c20ff453b97ed08d8cc6add3a%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10663256318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rGs1uWWpZ2PrqvTAR82JhyVc2RC7m8YaZMWZR%2BZKUmo%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ontgomeryschoolsmd.org%2Fdepartments%2Fparentacademy%2F&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f6a2984c20ff453b97ed08d8cc6add3a%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10663257319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ZztK3MEDeA8oCn6XVEKiAkDVAxe2L92PMu812kIEnCk%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ontgomeryschoolsmd.org%2Fdepartments%2Fparentacademy%2F&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f6a2984c20ff453b97ed08d8cc6add3a%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10663257319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ZztK3MEDeA8oCn6XVEKiAkDVAxe2L92PMu812kIEnCk%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news.montgomeryschoolsmd.org%2Fauthor%2Fekretikos%2F&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f6a2984c20ff453b97ed08d8cc6add3a%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10663259317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q3pUpwOCuZ3JRkvVYh30Dux9h9P%2F7ekJaeojvYA4KRY%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news.montgomeryschoolsmd.org%2Fauthor%2Fekretikos%2F&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f6a2984c20ff453b97ed08d8cc6add3a%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10663259317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q3pUpwOCuZ3JRkvVYh30Dux9h9P%2F7ekJaeojvYA4KRY%3D&reserved=0


방해하며 신체와 정신 건강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관해 말씀하실 

예정입니다 박사는 바이팅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법에 관한 

중요한 지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이벤트는 또한, 지역과 정부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며 학생으로 구성된 

패널들이 학생들이 베이핑을 하는 이유와 멈추기를 원할 때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한 생방송으로 토론하는 행사입니다. 학생이 만든 베이핑 반대 공공서비스 

발표가 전시됩니다. 

 

이 심포지움은 몽고메리 카운티의 건강과 휴먼 서비스(the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클라이맷 청소년 타운홀 미팅이 2월 11일에 열립니다.  

MCPS 학생 여러분을 2월 11일에 열리는 클라이맷 청소년 타운홀 미팅에 

초청합니다. 이 행사는 줌(Zoom)으로 진행됩니다. 

카운티, 몽고메리 대학, MCPS가 주최하는 이 타운홀은 크라이맷 액션에 대하여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이고 클라이맷 액션 계획 초고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회가 됩니다 Draft Climate Action Plan. 이 버추얼 행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의 시점에 맞춘 이벤트입니다. 지역 

학생들이 패널을 이루며 여러 세션들로 나뉘어져 크라이맷 액션에 대한 의견과 

생각을 서로 나누며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등록합시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클라이맷 액션 계획에 전시될 미술 경시대회를 주최합니다. 

학생이나 카운티 주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2월 28일에 마감합니다. 

작품은 기후변화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할 필요성을 불러일으키는 사진, 그림, 

시, 비디오 및 원본 밈(memes)을 제출합시다.  

다음 범주의 작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여합시다! 커뮤니티와 기후 사이의 연관성은 무엇입니까? 

 기후경보를 울립시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포착합시다. 

 적응 및 복원력—우리 커뮤니티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환경/기후정의 및 인종평등—기후변화로 인해 악화된 불평등을 포착하고 

역사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강조합니다.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ontgomerycountymd.gov%2Fgreen%2Fclimate%2Findex.html&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f6a2984c20ff453b97ed08d8cc6add3a%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10663260317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eX6%2BdhhJkWmqMW9HZxMHMBpNCzM2%2BWb1DS92yxRqLgM%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lnks.gd%2Fl%2FeyJhbGciOiJIUzI1NiJ9.eyJidWxsZXRpbl9saW5rX2lkIjoxMDIsInVyaSI6ImJwMjpjbGljayIsImJ1bGxldGluX2lkIjoiMjAyMTAyMDEuMzQzNzQ5NjEiLCJ1cmwiOiJodHRwOi8vYml0Lmx5L0NsaW1hdGVZb3V0aFRIIn0.BVhvWxWBADCfg2adk4PYJZgNQstT52c8b4gMw6uCBXw%2Fs%2F725250029%2Fbr%2F96737328390-l&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f6a2984c20ff453b97ed08d8cc6add3a%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10663261316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2BNlEqaJG9tMajhHRUU%2F0Iv93X8ipjvmXvkDcybgYXYg%3D&reserved=0


 Montgomery 카운티의 미래 비전—공평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경우 2035년의 우리 카운티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공모전은 미래 

경관, 컨셉아트와 여러분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한 디지털 아트 작품의 

제출을 장려합니다. 

경연대회 규칙을 포함한 자세한 안내는이곳을 봅시다. 

 

존중 선택 비디오 PSA 경연대회 작품 모집 

매년 진행되는 비디오 PSA Contest가 제 12회 존중을 선택하세요 작품을 

모집합니다. 이 대회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십대 간의 데이팅 

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60초 공공서비스 발표 

비디오를 만드는 컨테스트입니다.  PSA 비디오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제출한 

학생은 10 SSL 시간을 얻게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뽑은 5개의 

비디오는 상을 받고 MCPS와 Choose Respect Montgomery webpages에 

올려집니다. 

이 경연대회는 6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혼자 또는 그룹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한개의 작품을 낼 수 잇습니다. 상위 세 작품은 

현금의 상을 받습니다(1등 $1000; 2등 $750; 3등 $500) 

마감일, 3월 1일까지 제출하세요.학생들은 Choose Respect PSAs를 4월 6일, 

화요일에서 4월 13일, 화요일 사이에 보고 투표하게 됩니다.  

제출 규칙, 제출 신청서와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보세요. 

 

 

특수교육 협의 위원회가 2월 25일에 열립니다 

The Special Education Advisory Committee (SEAC) 가 2월 25일 오후 7-

9시에 열립니다. 이 미팅은 특수교육 학생이 대면학습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업데이트를 포함합니다.  

SEAC는 학부모/후견인, MCPS 교직원과 특수교육 학생을 변호하며 Office of 

Special Education에 조언을 제공하는 Montgomery 카운티 커뮤니티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일반 공개입니다.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mygreenmontgomery.org%2F2020%2Fcalling-all-artists-and-climate-justice-activists%2F&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f6a2984c20ff453b97ed08d8cc6add3a%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10663261316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IlosxiMhEjbjve5Yhd2WzQVMIlTqO6F8MEHJawS9zU4%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news.montgomeryschoolsmd.org%2Fauthor%2Fekretikos%2F&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f6a2984c20ff453b97ed08d8cc6add3a%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10663263315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KMwtDuC9lV5DlMa6CxnCTIaailLgC7R7iwWrEd66nSw%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news.montgomeryschoolsmd.org%2Fauthor%2Fekretikos%2F&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f6a2984c20ff453b97ed08d8cc6add3a%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10663263315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KMwtDuC9lV5DlMa6CxnCTIaailLgC7R7iwWrEd66nSw%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ontgomerycountymd.gov%2Ffjc%2Fchooserespect%2Fvideo.html&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f6a2984c20ff453b97ed08d8cc6add3a%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10663263315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pGkssuw%2BRq9K%2BUTeP9IkN7ssZzqYBTxTvXKHRwtfzRI%3D&reserved=0


줌 미팅에 조인하세요  여기에서  (passcode: 003839), or join by phone: 1-

301-715-8592 (Webinar ID: 874 9801 8043; Passcode: 003839). 

미래의 SEAC 미팅 스케줄은 3월 25일, 4월 29일 그리고 5월 27일 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Student Affairs 웹사이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1-2022학사년도 초등학교 몰입 등록 과정이 열려 있습니다.  

2월 1일에 열린 2021-2022학사년도 초등학교 몰입 등록 과정은 2021년 4월 

23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2021-2022학사년도에 K–5학년이 되는 학생이면 

누구든지 몰입교육 등록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시려면 World 

Language Immersion Program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Apply Now”를 

선택하세요. 등록과정에 참여하려면 MCPS 학생 ID 번호가 필요합니다. 거주지 

초등학교에 연락하여 MCPS학생 ID번호를 받고 MCPS 등록 

질문지( Registration Survey)를 작성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2021년 겨울/봄 어린이 미술활동 가이드(Guide To Children’s Arts Activities) 

가정에서나 대면으로 진행되는 어린이 미술활동 가이드로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 

되세요. 음악, 춤, 쓰기 학습, 연극, 시각적 미술, 그리고 TV제작 캠프를 

포함하는, 신나고 교육적인 방과후/주말 활동으로 채워진 어린이 미술활동 

가이드(Guide To Children’s Arts Activities)는 학생들이 자신의 창의성을 

발견/개발하고, 친구들을 사귀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올 

시즌에 제공되는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오늘 발견하세요! 

 

https://mcpsmd.zoom.us/j/87498018043?pwd=cGc5UnlLVGoyUm1JRE5IWCtIck9LZz09
https://mcpsmd.zoom.us/j/87498018043?pwd=cGc5UnlLVGoyUm1JRE5IWCtIck9LZz09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ontgomeryschoolsmd.org%2Fdepartments%2Fspecial-education%2Fseac%2F&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f6a2984c20ff453b97ed08d8cc6add3a%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48410663265313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nnHtGqyfdnvjKRWkRpE7Y4vwl2LT3TLlCO7sPSXhxYk%3D&reserved=0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curriculum/specialprograms/admissions/immersion.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