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20일 퀵노트 뉴스레터 (QuickNotes) 

 

학부모를 위한 새 교과과정 정보의 밤  

 

새로운 교과과정을 소개하는이틀간의 학부모를 위한 정보의 밤 이 열립니다.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 여러분, 오셔서 MCPS 직원으로부터 새로운 3년 계획 

교과과정과 교습자료에 관하여 배우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언어영역과 

수학과목에 대한 지원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님을 위한 정보의 밤은 1901 Randolph Road in Silver Spring에 

위치한 John F. Kennedy High School에서 11월 18일 오후 7시에 열립니다. 

 

중학교 학부모님을 위한 정보의 밤은 919 University Blvd에 위치한 Northwood High 

School에서 11월 21일 오후 7시에 열립니다. West in Silver Spring. 

 

네살 이상의 아동에게는 탁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자녀의 학교가 새 커리큘럼을 적용하는 학교인지의 여부를 알기위해서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보십시오Curriculum Implementation webpage. 

 

겨울이 옵니다: MCPS 안내를 항상 확인합시다. 

추운 겨울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MCPS는 날씨에 따른 학교 휴교, 지연 등교 

및 조기 하교를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MCPS 알리미 

날씨관련 비상 상황 및 학교 행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중요한 상황에서는 

MCPS가 직접 휴대전화 문자 또는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학부모님은 또한 자녀 

학교를 지정해 알림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ublicinfo/community/school-year-2019-2020/parent-info-nights/2019-11-18-ES-Parent-Info-Night.html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curriculum/curriculum-implementation.aspx


 

MCPS 알리미(AlertMCPS) 구독 

 MCPS 홈페이지 

www.montgomeryschoolsmd.org 

 MCPS 케이블 방송 채널 

Comcast 34번, Verizon 36번, RCN 89번 

 녹음된 안내방송 

301-279-3673 

 MCPS 전화 문의 

240-740-3000.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 부터 오후 5시 까지 직원이 

영어와 스페인어로 안내합니다. 

 트위터 

http://twitter.com/mcps 

 지방 라디오 및 TV 방송국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비상연락기록이 최근의 정보로 갱신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상황에 따른 MCPS 행정 임시변경 안내를 받는 다양한 방법 

 

겨울 코트 나누어 주기 운동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MCPS의 프리 스쿨/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학생을 위한 새 겨울 코트를 모읍니다. 

남아와 여아의 코트 사이즈 5, 6, 6X, 7, 8과 모자와 장갑 등 겨울용품의 기부를 

받습니다. 기부는 Rocking Horse Road Center(주소: 4910 Macon Road, Room 141, 

Rockville, MD 20852)에서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Lisa Conlon씨 (240-740-

4530)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emergency/alertmcps.aspx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
http://twitter.com/mcps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emergency/sources.aspx
mailto:Lisa_W_Conlon@mcpsmd.org


MCPS 가족참여 자문팀에 가입하세요. 

 

학부모님, 후견인, 그리고 지역사회 여러분은 새로히 구성될 MCPS 가족참여 

자문팀에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참여 자문팀의 목적은 MCPS 가족이 

교육구의 프로그램과 시도에 관하여 배우고 의견과 피드백을 제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MCPS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결정의 과정에서 학생 가족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학생의 학교 생활과 학습에서의 성공, 그리고 공평한 학습기회의 

제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CPS 가족참여 자문팀은 학기중에 

최소한 일곱번 만나게 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지원서는 12월 13일까지 입니다. 지원서는 학생 가족부와 가족 학교 서비스(the 

Division of Student, Family and School Services), 240-740-4620 으로 

전화하시거나{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각 학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페이지에 링크하거나 앱에서) 

 

11월 20일에 배부될 성적표 

자녀의 성적표가11월 20일, 수요일에 집으로 배부됩니다.전통학교의 성적표는 

다음의 날짜에 배부됩니다. 

 2월 4일  

 4월 15일 

 6월 17일 

중고등학교 학부모님은 자녀의 성적을 myMCPS 학부모 포털을 통해 항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님도 자녀의 성적표와 출결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표 

MyMCPS 

 

Montgomery 카운티의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11월 23일에 진행됩니다. 

 

누구나 퍼레이드는 좋아하지요? 

 

연례 Montgomery 카운티의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정오까지 열립니다. 100팀이 넘는 행진밴드와 뮤지컬 그룹, 장식차량과 

https://news.montgomeryschoolsmd.org/wp-content/uploads/2019/11/FINAL-Family-Engagement-Advisory-Team-Application-KORN.pdf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info/grading/report-cards.aspx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mymcps-classroom/


고무조형물 등이 배치되는 우리 지역에서 유일한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입니다. 

퍼레이드는 Silver Spring 중심가인 Ellsworth Drive와 Fenton Street부터 시작하여 

Georgia Avenue 남쪽을 지나, Silver Spring Avenue에서 마치게 됩니다. 

 

퍼레이드에는 대학과 고등학교의 행진밴드, 화려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장식차량, 연극공연, 뮤지컬 그룹, 펭귄, 공룡, 칠면조, 사슴, 모터사이클, 말을 탄 

경찰, 미인대회 우승자, 소방차, 골동품 자동차, 동물 구조그룹이 참여합니다. 

예전과 같이 퍼레이드는 산타의 장식차량에서 연말 노래를 연주하고 난장이가 

사탕(candy canes)을 나눠주며 막을 내렸습니다. 

 

퍼레이드는 날씨에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240-777-0311로 

전화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ilverspringdowntown.com/montgomery-county-thanksgiving-parad 

 

자원봉사:  

 

Montgomery 카운티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퍼레이드에 참석할 난장이와 청교도, 

사슴 및 팽귄 역할을 할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퍼레이드에는 여러 의상을 

소화하고, 조별 팀장으로 역할하며, 풍선기구의 공기를 빼고 풍선을 관리할 13세 

이상 학생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 까지 

봉사하게 됩니다 (봉사자는 6시간 내내 참여해야 함). 관심있는 분은 퍼레이드 

사이트에서 등록하십시오. 
 

 

이 날짜를 기억하세요: 연례적으로 열리는 중고 자동차, 중고 컴퓨터 판매를 12월 

7일에 합니다. 

 

연례 중고 자동차, 중고 컴퓨터 판매를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Montgomery 카운티 학생 자동차 트레이드 재단(Automotive Trades Foundation-

ATF)과 정보기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Foundation-ITF)의 학생들이 

재정비한 자동차와 컴퓨터를 12월 7일 (토요일) 오전9시-11시, Gaithersburg 

고등학교(주소:101 Education Blvd, Gaithersburg)에서 판매합니다. 

 

학생들의 수업과 실습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직접 수리와 재정비를 하고 시험까지 

거친 자동차와 컴퓨터가 제공됩니다. 이 판매를 통해 학생들은 직접 판매하는 

기술을 연습해 볼 수 있고, 학생 봉사활동 시간을 취득하며, 기부와 지역사회 

참여라는 뜻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판매될 차의 리스트를여기에서 11월 중순에 

보십시오.  

https://www.silverspringdowntown.com/montgomery-county-thanksgiving-parade
https://www.silverspringdowntown.com/montgomery-county-thanksgiving-parade/Volunteering
https://www.silverspringdowntown.com/montgomery-county-thanksgiving-parade/Volunteering
http://www.cars2purchase.org/


 

자동차 트레이드 재단 (Automotive Trades Foundation) 

 

정보기술재단 (Information Technology Foundation) 

 

훌륭한 선생님 혹은 서포팅하는 직원이나 교장선생님을 아십니까? 

여러 상을 추천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특별한 선생님, 직원이나 교장선생님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는 몇가지상에 대한 추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수상 

공모전이 있습니다.  

Marian Greenblatt Excellence in Education Master Teacher Award는 학생 성취도 

차이를 줄이는 등 학생의 학업성취를 기록적으로 향상 시킨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의 정교사 3명에게 제공되는 상입니다. 이 수상자들 가운데 한명이 

올해의 MCPS 교사(the MCPS Teacher of the Year)로 선발되고, Maryland 주의 

올해의 교사 후보 그리고 미국 전체 올해의 교사상 후보로 우리 교육구를 대표하여 

진출하게 됩니다. 각 학교 레벨에서 한 명을 선발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상자는 2,000불을 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감일: 2020년 1월 10일(금) 

 

Marian Greenblatt Excellence in Education Rising Star Teacher Award는 학생의 

성공 향상을 기록적으로 높인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1, 2, 3, 4년차 정교사에게 

주어집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전문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 

교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상자는 현금 1,000불을 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감일: 2020년 1월 10일(금) 

 

Washington Post 올해의 교사상(전 Agnes Meyer Outstanding 교사상):Washington 

Post 올해의 교사상은 학생들이 학습과 성취에 열정을 가지도록 가르친 프리 

킨더가든부터 12학년사이의 정교사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각 후보자는 최소한 

5년 이상의 교사 경험이 있으며, 최소한 3년 이상 MCPS에서 가르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또한 학생의 개별적 필요성을 이해하고, 학생의 재능을 장려하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교습과목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자신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후보자는 동료 

교사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육성하며 우수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야 합니다. 수상자는 트로피와 현금 7,500불과 함께 Washington Post에 

프로필이 게재됩니다. 마감일: 2020년 1월 3일(금) 

 

Washington Post가 제공하는 올해의 학교장상(Principal of the Year Award (전 

Distinguished Educational 리더십상): 이 상은 학교장으로서 수행하는 일상의 

http://www.cars2purchase.org/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curriculum/foundations/information-technology/news/index.aspx?id=615095
https://www.greenblatteducationfund.org/nominationinfo
https://www.greenblatteducationfund.org/nominationinfo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ersonnel/awards/Washington-Post-Teacher-of-the-Year-Award/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ersonnel/awards/Washington-Post-Teacher-of-the-Year-Award/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clusteradmin/schoolperformance/washingtonpostaward/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clusteradmin/schoolperformance/washingtonpostaward/


업무를 넘어, 보다 특별한 교육적 환경을 조성한 학교장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 

상의 수여를 위해 Washington Post Company Educational Foundation 워싱턴 포스트 

회사 교육재단은 우수한 학교 지도자와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교육을 

실질적인 방법으로 향상시킨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교사, 학생, 이전 학생, 

학부모, 행정교직원 또는 일반인 누구나 학교장을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는 

트로피와 현금 7,500불과 함께 Washington Post에 프로필이 게재됩니다. 마감일: 

2020년 1월 3일(금) 

 

Shirley J. Lowrie Thank You for Teaching Award:   Shirley J. Lowrie “가르침에 

대한 감사상"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깊이 헌신한 초등학교 교사를 기리며 

만들어진 상입니다. 프리킨더가든부터 5학년사이의 초등학교 교사로, 교실에서 

매일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과목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학과목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후보자는 학생의 

성공적인 학업을 충분히 지원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교사이어야 합니다. 마감일: 

2020년 1월 3일(금) 

 

 Superintendent’s Annual Mark Mann Excellence and Harmony Award: : 1991년에 

재정된 이 상은 학업의 우수성 향상과 긍정적 인간관계, 강한 지역사회 연대에 

뛰어난 능력을 보인 MCPS 학교장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Parkland Junior High 

School 전 교장으로, 1988년에 돌아가신 Mark Mann 교장 선생님의 자질을 

모범삼아 이 상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전 해에 추천한 후보자도 재추천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2020년 1월 3일(금) 

 

올해의 교직원상  

2019 Supporting Service Employee of the Year상 후보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MCPS에 뛰어난 공헌을 한 (교사가 아닌)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상입니다. 

 

수상은 “교육은 우리에 의해서 진전된다.”는 모토에 맞는 모범적인 행동을 한 

교직원에게 수여됩니다. 이 상은 SEIU Local 500이 수여하는 상입니다. 

 

후보자는 MCPS 3년 이상 근무자로 정직원이어야 합니다. 주도권, 창의력, 능력과 

헌신; 학생, 교직원 또는/ 혹은 지역사회에 공헌; 존중과 존경; 지도력; 또한 

대인관계 능력 등 다양한 기준으로 후보자를 심사하게 됩니다. 

 

수상자는 현금 1,000불을 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 상은 4월에 있는 Champions for 

Children Celebration 행사에서 발표됩니다. 

 

지원 마감은 12월 19일(목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후보자 추천 양식은  여기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ersonnel/awards/award-shirley-lowrie.aspx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ersonnel/awards/mannaward/
https://www.seiu500.org/mcps-employee-of-the-ye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