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월 17 일에 있는 Gaithersburg Book Festival 에 갑시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는 2014 년 5 월 17 일(토)에 Gaithersburg
City Hall 앞에서 있을 Gaithersburg Book Festival 을 후원하게 됨을 매우 자랑
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모든 연령의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작가와의 시간 등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커뮤니티가 이 페스티벌을 주관하며 Children’s Village 에서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워크숍,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석하게 될 아동과 청소년 작가로는 “The Dork Diaries” 시리즈의
Rachel Renée Russell 씨, 그래픽노블(만화) 작가 Raina Telgemeie 씨,
“Monument 14" 시리즈의 Emmy Laybourne 씨 그리고 수상경험이 있는
대통령역사작가 James L. Swanson 씨입니다. 또한 워크숍 중에는 대학입학
에세이, 픽션 소설쓰기, 시, 만화 그리기 등을 주제로 하는 워크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GBF 에 대한 정보는 gaithersburgbookfestival.org/를 방문합시다.

John Poole MS 의 교육자가 2014–2015 MCPS 올해의 교사로 뽑혔습니다.
John Poole 중학교 8 학년 교사가 2014-2015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올해의 교사상을 수상하고 Maryland 주 올해의 교사상 후보가
되었습니다.
제 12 회 Champions for Children Awards Celebration 올해의 교사상 수상자는
Jane Lindsay 선생님입니다. Lindsay 선생님은 올해의 교사상 후보 3 명 중 한
명으로 Poole 중학교에서 영어/독해과 주임으로 근무하며 8 학년 학생들에게
영어/독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Champions for Children celebration 은 Montgomery County Business Roundtable
for Education (MCBRE)가 주관하고 후원자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CBRE 는 비영리단체이며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우는 내용을 실생활과
연계시키는 MCPS 지도 및 후원 프로그램들과 자신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원로 사업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indsay 선생님은 1988 년부터 MCPS 에서 가르쳤으며 John Poole 중학교에서
5 년동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Rocky Hill 중학교와 Strawberry Knoll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Lindsay 선생님을 추천한
추천자들은 학생들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연계시키어 중요한 문해 학습 기술
을 향상시키는 선생님의 우수한 교습능력을 강조하였습니다.
Lindsay 선생님은 Marian Greenblatt Education Fund Veteran Teacher Award
수상자로 선발된 3 명의 후보자 중에서 선발되었습니다. 2 명의 후보자들은
Diamond 초등학교 5 학년 교사인 Kathryn Hageman 선생님과 Parkland 중학교
8 학년 교사인 Aaron Shin 선생님입니다.
MPCS 올해의 교사상을 받게 될 교사는 Marian Greenblatt Education Fund 에서
제공하는 1,000 불의 상금과 Microsoft Surface 태블릿 그리고 추가로
1,000 불을 Kaiser Permanente and Choice Hotels 로부터 받게 됩니다. 올해의
MCPS 교사인 Lindsay 선생님은 또한, Fitzgerald Auto Mall 이 상품으로
제공하는 1 년 무료 자동차 이용권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안내
MCPS 가 개최하는 대학 준비 박람회와 특수교육 서밋에 참석합시다.
MCPS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모든 지역사회 여러분을 특수교육 서밋,
Leading the Way Today, Partnering for a Better Tomorrow 에 초대합니다. 이

서밋은 5 월 17 일(토) 오전 8 시 15 분-2 시 30 분에 Rockville High School(2100
Baltimore Road, Rockville)에서 개최됩니다.
이 무료 서밋은 장애 학생 가정을 위한 리소스를 제공하는 미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입니다. 이 서밋을 통해 장애 아동 가족들에게 MCPS
사무실, 몽고메리 카운티 여러 기관과 비영리 단체의 직원 및 대표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밋 등록은 웹사이트 Parent Academy 웹사이트를 보시거나 301-517-5940 로
전화문의해 주세요. 탁아서비스와 가벼운 아침식사와 점심(박스 런치)가
제공됩니다.
대학을 위한 준비를 도와주며 장학금의 기회를 제공하는 무료 대학박람회가
5 월 10 일(토) 오후 1 시-4 시에 Universities at Shady Grove (주소: 9630
Gudelsky Dr., Rockville)에서 개최됩니다. 이 박람회는 6 학년-10 학년 학생과
학부모님을 위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다양한 대학 담당자를 만날 기회를
제공하며 재정보조와 장학금에 관한 안내와 정보를 세션으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USG 캠퍼스 투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MCPS Parent Academy 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자세한 안내는 Office of Community Engagement and Partnerships: 301-2793100 로 연락합시다.
Board of Education 은 윤리분과의 공석을 채워줄 인재를 모집합니다.
Montgomery County 교육 위원회는 5 명의 윤리분과 임원 중 한 명의 임원을
모집합니다. 임기는 3 년이며 2014 년 7 월 1 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자는
Montgomery County 거주자이어야 하며 본 직책은 무보수직입니다.

윤리분과 임원의 의무는 (1) 교육위원회의 윤리 정책을 해석하며 적용에 대한
문제와 염려점 등의 의견과 자문 제공, (2) 위반에 대한 이의 제기 공청회 주관,
(3) 재산공개양식 승인입니다.
교육위원회, 임원, 고용인, 교육위원회의 주체기관 직원이나 그 배우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윤리분과는 일 년에 1 회 재산공개양식의 승인을
위해 모이며 자문과 의견이 필요한 요청이나 문제제시가 있을 경우 모이게
됩니다.
지원자는 관심을 표명하는 참여편지인 letter of interest 와 이력서를 2014 년
5 월 30 일(금)까지 제출합시다. 지명은 2014 년 6 월 17 일 회의에서 있습니다.
(지원자는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심표명 편지와 이력서는
Suzann King 씨, Montgomery County Board of Education, 850 Hungerford Drive,
Room 123, Rockville, Maryland 20850 에게로 보내주십시오.
Suzann_M_King@mcpsmd.org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전화번호로 문의합시다. (301-279-3617)
윤리 담당
2014 특수 교육 학부모 설문조사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를 받는 학생의 부모님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Maryland 주 특수 교육 학부모 참여 설문조사를 이번 달에 실시됩니다.
여러분이 제공해 주실 정보는 공립학교의 특수 교육과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 정부의 노력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추천서는
온라인을 통해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 마감일은 2014 년 5 월
30 일(금)입니다.
설문조사에 응합시다.

중학교 메그넷 연합학군에 대해 알아봅시다.
4 학년 학생의 학부모님을 세 군데의 중학교 연합학군( Middle School Magnet
Consortium-MSMC) 학교 선택과 초이스 과정에 대한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Choice (초이스)과정은 5 학년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올가을에 실시합니다.
회의는 5 월 9 일(수) 오후 7 시 Rockville 소재 Richard Montgomery High
School(250 Richard Montgomery Drive)에서 있습니다.
중학교 메그넷 연합학군 프로그램
또한...
초등학교 언어 몰입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합격한 학생 학부모님들은
프로그램입학확인 절차 마감일 5 월 9 일(금)까지 입학확인을 보내야 함을
기억합시다. 지원 결과는 우편으로 4 월에 각 가정에 우송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중고차, 컴퓨터 판매가 5 월 10 일에 있습니다.
학생이 운영하는 올 학년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MCPS Automotive
Trades Foundation 과 Information Technology Foundation 프로그램 학생들이
재정비한 자동차와 컴퓨터를 오는 5 월 10 일(토) 오전 9-11 시까지 Thomas
Edison High School(12501 Dalewood Drive, Silver Spring)에서 판매합니다.
판매하는 모든 물품은 학생들이 수업의 일환으로 직접 수리와 재정비 후
시험을 거쳤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질문은 Mike Snyder 씨(전화:301-929-2164)에게 문의하십시오.
컴퓨터에 대한 질문은 John Brewer 씨(전화:301-929-6975)에게 문의하십시오.
판매수익은 Montgomery Students Automotive Trades and Information
Technology foundations 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Automotive Trades Foundation
Information Technology Found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