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12 월 제 1 호 퀵노트 뉴스레터
교육감의 2019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 초대합니다.
Smith 박사는 12 월 19 일 Rockville 고등학교에서 있는 행사에서 추천예산안과 비전을
발표합니다. RSVP 를 봅시다.
학부모님 여러분을 12 월 19 일(화) Rockville 고등학교에서 있는 Jack Smith 교육감 2019
회계연도 행정 예산안 발표에 초대합니다. 이 행사는 Rockville 고등학교, 대강당
(auditorium)에서 있습니다. (주소:2100 Baltimore Road, Rockville)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안내와 참가여부는
http://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pecial-education/programs-services/dhoh.aspx 를
봅시다.

대학과 진로에 준비의 밤이 1 월 11 일에 있습니다.
이 행사는 6 학년부터 12 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Gaithersburg 고등학교에서
있습니다.
6 학년부터 12 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을 대학과 진로 커리어 준비의 밤 - 학생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미리 계획하고 시작합시다-에 초대합니다. 이 행사는 MCPS 가 Montgomery
County Council of PTAs 와 함께 진행하는 행사로 대학과 진로의 준비 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MCPS 가 제공하는 기회와 자료, 마감일 등의 일정을
알아보고 MCPS 졸업생의 관점을 함께 들어봅시다.

행사는 1 월 11 일(목) 오후 6 시 30 분부터 8 시 45 분까지 Gaithersburg 소재 Gaithersburg
고등학교(주소: 101 Education Blvd)에서 있습니다. 눈 등 날씨로 인한 연기될 경우, 1 월
17 일로 연기됩니다.
이곳을 통해 참석을 알립시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events/CCReadinessNight/
교육 위원회는 새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Michael Durso 씨가 3 회째 의장으로 Shebra Evans 씨가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
임원의 임기는 1 년입니다.
Michael Durso 씨가 12 월 5 일(화),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동료들의 선출로 다음 교육위원회
의장으로 재선출되었습니다. Shebra Evans 씨가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 임원의
임기는 1 년입니다.
2009 년 6 월 종신제로 임명을 받은 Durso 씨는 첫 4 년 임기를 2010 년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 년 11 월 4 년 임기에 두 번째로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특수교육위원회의 임원이기도 합니다.
Silver Spring 에 거주하는 Durso 씨는 MCPS 의 Springbrook 고등학교(1996 년-2009 년)에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는 등 44 년간 교육자로 봉사하시고 은퇴한 교육자입니다. 또한
버지니아 Arlington 의 Yorktown 고등학교와 위싱턴 디씨의 Woodrow Wilson 고등학교와
Lincoln 중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첫발은 사회 교사로
시작하였습니다.
Durso 씨는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에서 미국사 전공, 교육철학 부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American University 에서 교육행정으로 석사를 취득하였습니다.
Durso 씨는 기혼으로 4 명의 MCPS 를 졸업한 자녀가 있습니다.
Evans 씨는 2016 년 11 월 8 일에 첫 4 년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Evans 씨는 또한 교육위원회
회계관리 위원회의 임원입니다. Evans 씨는 Montgomery County Council of PTAs
(MCCPTA)에서 교육문제 부회장, 프로그램 부회장, 기록담당 비서-의회 대표, Wheaton
Cluster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지도자적 역할로 자원봉사하였습니다.
Evans 씨는 케비블과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1996 년부터 재정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Tennessee State University 에서 경제와 회계로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두 명의 자녀는
MCPS 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사, 학교장을 추천합시다.
우수한 교육자와 행정가에게 상을 수여하는 기회인 추천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후보 추천 마감일은 12 월 21 일, 1 월 5 일, 1 월 12 일입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오늘
추천합시다!
여러 상을 추천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우수한 교사와 학교장에게 제공되는 상 후보자를
추천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은2018 Supporting Service Employee of the Year: 이 상은 MCPS 에 큰 공헌을 한 교사를 제외한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상입니다. SEIU Local 500 과 Montgomery Business Roundtable for
Education(MCBRE)이 이 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수상은 “교육은 우리가 행하므로
이루어진다.”는 모토에 맞는 모범적인 행동을 한 교직원에게 수여됩니다. 후보자는 MCPS
3 년 이상 근무자로 정직원이어야 합니다. 후보자는 주도권, 창의력, 능력과 헌신,
학생에게의 헌신, 교직원 또는 지역사회에의 헌신, 존중과 존경, 지도력, 대인관계 능력 등
다양한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수상자는 1,000 불의 현금을 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곳을 봅시다. 지원서는 Ruth Musicante 씨, (SEIU Local 500, 901 Russell
Avenue, Suite 300, Gaithersburg, MD, 20879)로 보냅시다. 마감일은 12 월 21 일(목) 오후
5 시입니다
Washington Post 올해의 교사 상: Washington Post 올해의 교사 상은 학습과 성취에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 프리 킨더가든부터 12 학년까지의 정교사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각 후보자는 최소한 5 년 이상의 교사경험이 있으며 MCPS 에서 최소한 3 년 이상 가르친
적이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또한 학생의 개별적 필요를 알고 학생의 재능을 장려하고
자존감을 기른 교사이어야 합니다. 교사는 또한 교습과목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자신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헌신된 교사이어야 합니다. 후보자는 동료
교사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육성하며 우수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야 합니다. 수상자는 트로피와 현금 7,500 불과 함께 Washington Post 에 프로필이
게재됩니다. 마감일은 2018 년 1 월 5 일(금) 오후 4 시입니다
Washington Post 이 제공하는 올해의 학교장상(Principal of the Year Award : 이 상은 매일의
업무를 넘어서 특별한 교육적 환경을 조성한 학교장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 상 수여를
위해 Washington Post Company Educational Foundation 은 우수한 학교 지도자와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교육을 실질적인 방법으로 향상시킨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교사,
학생, 이전 학생, 학부모, 교육구 직원이나 행정교직원 또는 일반인 모두가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는 트로피와 현금 7,500 불과 함께 Washington Post 에 프로필이 게재됩니다.
마감일은 2018 년 1 월 5 일(금) 오후 4 시입니다
Shirley J. Lowrie Thank You for Teaching Award: Shirley J. Lowrie “상 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깊이 헌신한 초등학교 교사를 기리며 만들어진 상입니다. 프리킨더가든부터
5 학년까지의 초등학교 교사로 교실에서 매일 학생들을 가르치며 과목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헌신된 교사에게 제공됩니다. 후보자는 학생이 성공적인
학습취득을 위해 학생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는 교사이어야 합니다. 마감일은 2018 년 1 월
5 일(금) 오후 4 시입니다
Superintendent’s Annual Mark Mann Excellence and Harmony Award: 이 상은 학업의 우수성
향상과 긍정적 인간관계, 강한 지역사회 연대에 뛰어난 능력을 보인 MCPS 학교
행정/관리직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이러한 자질은 상의 자격은 parkland Junior High
School 전 교장으로 1988 년에 돌아가신 Mark Mann 교장 선생님을 모범으로 하여 이 상을
책정하였습니다. 전에 추천한 후보자도 다시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2018 년 1 월 5 일(금) 오후 4 시입니다
Marian Greenblatt Excellence in Education Master Teacher Award 는 학생 성취도 차이를
줄이는 등 학생의 학업성취를 기록적으로 향상시킨 킨더가든부터 12 학년까지의 정교사
3 명에게 제공되는 상입니다. 우수 교사 상 수상자는 올해 MCPS 교사로 선발되며 Maryland
주의 올해의 교사 후보 그리고 미국 전국 올해의 교사상 후보로 우리 교육구를 대표하여
진출하게 됩니다. 각 분야에 한 명을 선발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상자는
2,000 불을 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곳을 봅시다. 마감일은 2018 년 1 월
12 일(금) 오후 4 시입니다
Marian Greenblatt Excellence in Education Rising Star Teacher Award 는 학생의 성공
향상을 기록적으로 높인 유치원부터 12 학년까지의 1, 2, 3, 4 년차 정교사에게 주어집니다.
특히 전문적인 학습의 기회를 학생, 교직원,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제공한 교사에게
주어집니다. 수상자는 현금 1,000 불을 받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곳을 봅시다. 마감일은
2018 년 1 월 12 일(금) 오후 4 시입니다
MLK, 마틴 루터 킹 봉사의 날을 기억하고 시간을 비워둡시다.
MLK 의 날은 1 월 15 일 월요일로 학생들이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하고
봉사학습시간(Student Service Learning Hours)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등록합시다!
1 월 15 일(월) Montgomery County 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봉사의 날을 기념합니다. King
박사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이 공휴일을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기념하는 미국 전역의 많은
미국사람들의 활동에 참여합시다.
이날은 학생들이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봉사하며 봉사학습시간(Student Service Learning
Hours)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018 년도 봉사학습 프로젝트에는 North Marriott Conference Center(오후 1 시-3 시), Silver
Spring Civic Center(오전 10 시-12 시), Seneca Creek Community Church(오전 9 시-11 시)를

포함한 여러 장소에서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은 일정 전에 싸인업을 해야
합니다.
학부모 포커스 그룹에 자원하기를 원하시는 학부모님은 MCPS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봉사학습 () 시간을 받을 수 있는 사전 승인된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Montgomery Serves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안내와 등록을 합시다.
http://www.montgomerycountymd.gov/volunteercenter/volunteers/MLK.html
조기 아동교육과 초등 교육 정책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기 교육과 초등교육 정책에 관한 의견을 2018 일 3 월 6 일(화)까지 받고 있습니다.
2017 년 12 월 5 일,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잠정적으로 교육위원회 정책, Board
Policy IEA, Framework and Structure of Early Childhood and Elementary Education 의 개정을
승인하였습니다. 정책 개정에는 현재 우선순위로 Board Policy IEA 의 적용으로 폐지되는
Board Policy IEF, Early Childhood Education 에 반영하는 개념과 언어가 포함됩니다. Board
Policy IEA 의 추천 개정은 아동이 어린 나이에 높은 수준의 발달적 접근, 도전과 종합적인
조기 교육과 초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적, 사회, 정서적, 신체적 성장과 발달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위원회의 헌신을 확인해 줍니다. 개정된 정책은 모든 학년의 커리큘럼에
융합시켜 각 학생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각 학년에서 주요 교육적, 발달적
이정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삶과 개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공약과 수행을
중시하는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의 헌신을 반영합니다. 이 접근은
프리킨더가든(pre-K)과 초등학교 기간 동안의 아동 발달속도의 개인적 차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는 접근입니다.
정책 개정을 통해 카운티, 주, 연방정부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커뮤니티
파트너와의 협력과 어린 학생과 학생 가족의 필요에 따른 주요 서비스의 연속적인 보급을
위한 교육위원회의 헌신을 더 강화하게 됩니다. 이번의 개정에 사용된 언어는 아동의
서비스의 필요를 알아내고, 가정, 차일드케어와 프리스쿨, 킨더가든, 적절한 경우,
초등학교에서의 다른 학년으로의 배정을 각 단계의 학생 발달, 과도기/전이 과정과
계속적인 배정에 대한 MCPS 의 역할을 강조해 줍니다. 개정된 Policy IEA 는 현 우선순위의
개념과 언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정책의 크로스워크는 Policy IEF 에서의 언어가 Policy
IEA 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교육위원회는 개정된 Policy IEA 의 최종 승인을
하게 될 때, Policy IEF 의 폐지도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Board Policy IEA 에 관한 의견은 2018 일 3 월 6 일(화)에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승인된 교육위원회 정책, Board Policy IEA, Framework and Structure of Early
Childhood and Elementary Education 의 개정을 봅시다.

Board Policy IEA 와 Board Policy IEF 를 봅시다.
이곳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합시다.

LEAPP 에서 졸업하는 12 학년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LEAPP 는 MCPS 학생으로 교육을 전공할 예정인 졸업반 학생, 아시안 아메리칸 클럽 회원,
및/또는 아시안 아메리칸 기관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SSL 시간을 취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League of Educators for Asian American Progress (LEAPP)는 MCPS 를 졸업하는 12 학년
학생에게 2,000 불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마감일은 2018 년 1 월 31 일(수)입니다.
지원자는 MCPS 학생으로 교육을 전공할 예정인 졸업반 학생, 아시안 아메리칸 클럽 회원,
및/또는 아시안 아메이칸 기관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SSL 시간을 취득한 학생이어야
합니다. 장학금 수여자는 2018 년 5 월 8 일 행사에서 장학금을 수여받게 됩니다.
지원서 PDF 링크
Richard Montgomery 합창단이 5,000 불을 Radio Station 콘테스트를 통해 수상하였습니다.
39 개의 지원기관 중 MCPS 고등학교가 Holly Jolly Christmas 자체 편곡 버전으로 우승을
하여 음악 프로그램에서 5,000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Madrigals 가 지역 라디오의 경연대회에서 5,000 불을
받았습니다. Mix107.3 는 고등학교 홀리데이 합창대회에서 제일 우수한 노래에 5,000 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9 개의고등학교가 제출한 대회에서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가
Holly Jolly Christmas 를 편곡하여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합창단은 12 월 15 일(금) 오전 7 시 라디오 쇼에 나와 인터뷰와 라이브 공연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Chevy Chase 의 Shops at Wisconsin Place 에서 12 월 16 일(토) 합창을 선보이며 학교의
음악프로그램을 위한 5,000 불 체크를 받게 됩니다. 쇼는 오후 2 시-4 시에 있으며 Carrie
Eyler 합창 디렉터가 이끄는 Richard Montgomery 합창반은 오후 3 시 15 분에 연주를 합니다.
합창단이 대회를 위해 제출한 곡은 이곳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ix1073.com/choi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