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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식 고취 포스터 공모전  

9월은 출석 의식 고취의 달로, 학교 출석, 참여 및 학업 성취 간의 연관성을 인식하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9 월은 출석 의식 고취의 달에 대한 입소문을 

퍼트릴 수 있도록 모든 학교가 이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교육자, 

학생, 가족 및 커뮤니티가 참여합니다.  

올해, 학생 복지 서비스(Student Wellness Services)부서는 1 학년부터 8 학년까지 학생들이 

원격 학습 동안 출석을 촉진하는 데 참여하도록 포스터 콘테스트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9월에 있을 2020 출석 의식 고취의 달 기념을 위한 디자인 제작에 학생들을 초청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원격 학습에 대한 그들의 창의적인 시각과 학교 출석 및 참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포스터 출품작은 "Present, Engaged, and Supported – Even from a 

Distance!-발표, 참여 및 지원-멀리에서도!" 라는 주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학년 그룹 중 하나로 경쟁합니다:  TK-K학년, 1-5 학년,  

6-8 학년. 각 그룹별로 대상 수상자가 선정될 것입니다.  

당선된 작품은 우리 학교 건물 밖의 배너로 제작되고 교육구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 

전시될 것입니다. 수상자들은 10 월 교육위원회 모임에서 GUSD 교육위원들과 

교육감에 의해 수상될 것입니다.   

규칙:  

• 출품작은 학교 출석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Present, Engaged, and Supported – Even from a 

Distance!-발표, 참여 및 지원-멀리에서도!" 주제가 포함되야 함 

• 학생당 각 한 작품만 응모 

• 디자인은 학생에 의한 원본 예술 작품을 포함해야만 함 

• 포스터는  8 1/2 x 11인치 또는 11 x 17 인치 이여야만 함 

• 예술 작품 뒷면 오른쪽 하단 코너에 작품작가의 이름, 학교 및 학년을 써야 함 (모든 

철자가 정확하고 읽기 쉬도록 확실히 함) 

• 모든 출품작은 GUSD의 자산이 됨 

• 제출 마감: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작품 작가는 Glendale Unified District Office at 223 N. Jackson Street, Glendale, CA 91206 

우편으로 제출 또는 교육구 사무실 101호 또는 학교로 출품작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Student Wellness Services 부서로 출품작을 제출하십시오.(예술 작품을 접지 마시오.) 

출석팀은 예술 작품이 주제를 얼마나 잘 홍보했는지 포스터를 판단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  Student Wellness Services Department부서로 문의 

Dr. Ilin Magran, imagran@gusd.net 

     Student Wellness Services 

Dr. Ilin Magran 

Direc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