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3일 퀵노트 뉴스레터 

 

 

Bannockburn 초등학교와 Luxmanor 초등학교의 2018년도 전국 블루리본 상 수상 

 

전국 블루리본 프로그램은 학업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성취도 차이를 줄인 

학교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Bannockburn 초등학교와 Luxmanor 초등학교가 U.S. Department of Education 이 

선정하는 2018년도 전국 블루 리본 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상 학교가 10월 1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전국 블루리본 프로그램은 공립과 사립학교 중 전체적으로 우수한 학교나 성취도 

차이를 선정하여 수상하는 상입니다. 각 학교의 학생들은 독해/읽기와 수학에 높은 

성취도를 보였으며, 이 중의 많은 학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학생 수가 

현저하게 높은 학교입니다. 이로써, Bannockburn 초등학교와 Luxmanor 초등학교는 

블루리본 상을 수상한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의 40번째, 41번째 

학교가 되었습니다. 2018 년 전국 블루리본을 수상하는 학교는 메릴랜드 학교 중 

2017년 주 평가시험에서 탑 15%를 차지한 학교들입니다. 

 

두 학교는 2017년 12월에 메릴랜드 블루리본 학교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국 

블루리본 학교 고려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학교 외의 수상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West Towson 토등학교, Baltimore 카운티; Urbana 초등학교, Frederick 카운티; 

Fallston 중학교 Harford 카운티; and Waterloo 초등학교, Howard 카운티. 

 

Bannockburn 초등학교는 2017 년 Maryland 주 PARCC 영어/언어영역 4 학년 

(ELA/4)에서 Maryland 에서 제일 높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학교는 전교생의 

PARCC 평점이 89% 이상으로 수학과 영어/언어영역에서 기준을 충족하거나 넘는 

결과를 냈습니다. 2016 년 Bannockburn 초등학교는 또한, 승인된 환경보호학교, 

Green School 로 선정되었습니다. 학부모와의 탄탄한 파트너십을 통해 매해 80% 



이상의 PTA 회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모두 교사와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마음챙김 기술(mindfulness) 등을 포함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통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Bannockburn 초등학교는 성장 

계시판(Growth Board)을 사용하여 교사들이 주도하는 데이터에 기반한 토론과 

전략을 계획하여, 모든 학생이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첫 교습이 최고의 

교습이라는 신념을 갖고 모든 과목에의 차별화된 소그룹 교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uxmanor 초등학교는 22개국에서 온 학생이 26%를 차지하는 높은 외국학생율을 

자랑하는 학교입니다. Luxmanor는 또한 특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로 

학생의 13%가 이에 해당합니다. 45%의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입니다만 65% 이상의 학생이 평균적으로 수학과 영어/언어영역에서 

기준을 충족 또는 넘는 결과를 냈습니다.  교실 외에 연례 음식, 옷, 학용품 기부와 

모금운동 등을 통한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과 

재활용팀의 노력과 제공하는 에너지를 통해 Maryland Green School 자격을 취득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Luxmanor 초등학교는 또한 2017-2018 MCPS 올해의 교사인 

Melissa Segal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학교는 일반 학생과 특수교육 

학생 간의 맨토링을 제공합니다.  

 

Bannockburn 초등학교와 Luxmanor 초등학교 및 수상 학교는 11월 7일과 8일 워싱턴 

디씨에 있는 행사에서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우수한 학교인 전국 블루리본상을 수상 학교 개교 

 

Bannockburn 초등학교 

 

Luxmanor 초등학교  
 

 

10월 8일에 있는 학교 오픈 하우스 

 

10월 8일 오픈하우스 날에 자녀와 함께 학교 생활을 경험합시다. 

 

모든 MCPS 학교는 콜럼버스날인 10월 8일(월), 학부모님이 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 

오픈하우스를 개최합니다. 참관수업일인 이 오픈하우스는 자녀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며 학교 교직원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자녀의 학교에 문의합시다. 

 

 

연례 Montgomery 카운티 지역 서비스 주간에 참여합시다 

https://www2.ed.gov/programs/nclbbrs/index.html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schools/bannockburnes/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schools/luxmanores/


10 월 21 일-28 일에 있는 Montgomery County 연례 지역사회 봉사 주간 행사에 

참여하여 커뮤니티에 변화를 줍시다.  

카운티 곳곳에 다양한 자원봉사의 기회가 준비되어 있는 Montgomery 카운티 32회 

연례 지역사회 봉사 주간이 다가옵니다. 올해 봉사주간은 10월 21일-28일입니다. 

학생과 가족이 참여하여 다양한 비영리단체, 학교, 정부기관을 돕는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활동에는 MCPS 학생 봉사학습 시간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9 월 중순부터 Montgomery 카운티 자원봉사 센터(Montgomery County Volunteer 

Center)의 자원봉사자 구인 온라인 달력(online calendar of volunteer needs)을 

확인하여 최근 프로젝트 리스트에서 관심있는 봉사의 기회를 찾아봅시다. 

자원봉사의 기회는 매일 갱신됩니다. 매일 웹사이트를 확인합시다. 

 

많은 분이 그룹으로 함께 참여를 원하시거나 여러분이 속한 비영리단체(학교와 PTA 

포함)가 프로젝트를 원하신다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합시다. 

servicedays@montgomerycountymd.gov Volunteer Center: 240-777-2600 

 

Montgomery 페스티벌(World of Montgomery Festival)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축하하는 행사 개최 

이 연례 행사는 10 월 21 일(일) 12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Montgomery College 의 

Rockville campus에서 있습니다. 무료로 음식, 음악, 댄스와 크래프트 등 온가족을 

위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Montgomery 페스티벌은 Montgomery 카운티와 Washington D.C. 전역의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고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이 연간 페스티벌은 10 월 21 일 (일) 

Montgomery College Rockville 캠퍼스, 주소 51 Mannakee Street 에서 오후 12시 부터 

4시까지 개최 됩니다. 

MCPS 는 이번 행사의 후원기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무료 행사에는 

인터내셔널 마을, 전통적인 외국 음식을 쉐프가 직접 시연하는 지구촌 키친, 

수공예품 시장, 문화 퍼레이드, 전통적인 춤과 음악을 선보일 두개의 공연 무대, 

공공편의 시설 연결, 전통적 예술 전시, 가족 전체를 위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접할 기회가 적은 다양한 문화와 음식을 접하는 귀한 기회에 온가족이 

함께 참가해봅시다.  

자세한 안내는 www.worldofmontgomery.com를 봅시다. 

https://montgomerycountymd.galaxydigital.com/calendar/2018/10
mailto:servicedays@montgomerycountymd.gov
http://www.worldofmontgomery.com/


 

학생들을 위한 리더십과 서비스의 기회  

Maryland Student Page program 은 Annapolis 에서 개최되는 2019 년도 Maryland 

주의회(1월-4월)에 참석할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16세 이상의 

Maryland 주 학교 졸업반 학생만이 지원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1. 청소년들이 주정부에 관심을 가지도록 

2. 청소년들의 정부에 대한 참여와 청소년의 지도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3. 의원들과 다른 공무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이 의회에 중요한 봉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Page 프로그램은 주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 사무실에 배치되며 13주간 동안 매일 

55불을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지원 마감은 10월 26일(금) 오후 5시까지이며ㅡ 

지원서는 온라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Montgomery 칼리지가 미래와 현재 대학생의 FAFSA 작성을 돕는 행사 개최 

 

대학 입학 예정 학생과 학생 가족은 FAFSA 양식 작성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2020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FAFSA: 

연방 학생 학자금 무료 신청)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예정 학생과 

학생 가족은 제 2차 FAFSA Fever 행사에서 FAFSA 양식 작성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ntgomery College Office of Student Financial Aid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는 10월 14일(토)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Takoma Park/Silver Spring Campus 

Charlene R. Nunley Student Services Center 로비에서 있습니다. East Garage에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FAFSA Fever는 단과 대학과 종합 대학에서 장학금, 보조금 혹은 대출 등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양식인 FAFSA 를 작성하는 가정을 돕기 위한 

행사입니다. FAFSA Fever는 무료이며 일반에 공개됩니다.  FAFSA를 작성하는 대학 

재학생과 처음 작성하는 대학생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하는 학생과 학생 가족은 재정 전문가를 만나고 Montgomery 칼리지 

컴퓨터실에서 FAFSA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Montgomery 칼리지 재학생은 500불의 

장학금을 받을 기회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tudent-leadership/


자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서는 등록과 

준비해야 할 서류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montgomerycollege.edu/FAFSAFever) 

 

새롭게 단장 중인 한국어 웹사이트 

여름방학과 함께 시작한 웹사이트 단장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신 교육구 

뉴스는 웹사이트 하단, 우리 학생들의 사진 속 글인 “뉴스”에 준비되어 있으며 

교육구의 숙제 도우미 방송, 토용학교 안내 등은 뉴스 옆 “알고계시나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웹사이트는 MCPS 웹사이트 위의 지구본 Language를 

누르셔서 한국어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웹사이트(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ko/) 

교육구 웹사이트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 

 

기억합시다:  

10월 25일(목)은 한인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워크숍이 있는 날입니다.  

저녁 6 시부터 시작하는 이 워크숍은 학교와 교육구의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와 

부모님이 자녀의 성적, 시험, 숙제 등을 확인하고 교육구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안내와 함께 초등학교 교실에서의 수업과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 

초등학교 성적표 보는 방법을 통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은 Herbert Hoover 중학교 (주소: 8810 Post Oak Road 

Potoamc, MD)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한국어로 공보관에게 문의합시다.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3A__www.montgomerycollege.edu_FAFSAFever&d=DwMFAw&c=fgAH0TEak9hSJygxoVsafg&r=fTL7xXzAyhUxIjALaqa1MgIwTJs2VzqwNq4myo6zy9c&m=a8-a2vwDXXwdW1X5PXTQOVLJaeclndmgR2Ph3aNkG4M&s=IUTfWarqB579hhUpnXWQTfCwAoHMzF90iaKUEGRVwQA&e=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ko/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
mailto:mina_choi@mcpsmd.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