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10일 퀵노트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준비에 관해  

3월 3일 어제, Montgomery 카운티 의회는 Montgomery 카운티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DHHS)와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and Homeland 

Security로부터 카운티 코로나바이러스 대비책에 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카운티 

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바이러스 19-COVID-19)의 갱신된 정보를 받고 

카운티 주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력에 관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MCPS 

지도부와 커뮤니티 파트너 기관 그리고 이해관계자도 이 중요한 토론에 참석 

하였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모두가 이 보고 및 발표를 시청하고 발표에서 나눈 주요 내용을 

읽어보시도록 권장합니다. 

 

DHHS 는 오늘 현재 미국 일반 대중에의 위험은 낮다고 하였으며 Maryland 또는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서 확인된 케이스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Maryland 주법에 따라, 

카운티 보건담당자는 공중위생 문제로 번질 경우, 학교 휴교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여러 카운티 기관이 협력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시점에서 DHHS 의 

지침에 따라, 학교를 계속 운영하고 카운티 수준의 행정은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커뮤니티에게 보낸 메시지를 읽어 봅시다 

 

 

올해의 교사 상 최종 후보로 세 명의 MCPS 교사가 선발되었습니다. 

 

세 명의 교사가 Marian Greenblatt Education Fund가 제공하는 2020-2021년 MCPS 

올해의 교사상 최종 후보로 선발되었습니다. 후보는 Farmland 초등학교 Anne Moore 

선생님; Sligo 중학교 Inge Chichester, 세계사 주임교사, Winston Churchill 고등학교 

Rodney Van Tassell, 사회 주임교사입니다.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youtu.be_AWzYW-2DF7gBM&d=DwMFaQ&c=fgAH0TEak9hSJygxoVsafg&r=DIcOoOXEvfHi6VS2kfSCMpRQOIeGnWzvvQXx6FPM324&m=qFpgHQETtIaQtw-EGxqXk6iK9e3DEFrxQIpz_gCJsSw&s=7WS30Xe7vm_qBJidy_9s2ovs9iDkYxy7zCVB9XtBLPY&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montgomeryschoolsmd.parentlink.net_departments_publicinfo_community_school-2Dyear-2D2019-2D2020_CoronavirusPreparednessBoardofHealthFINAL3-2D3-2D20.pdf&d=DwMFaQ&c=fgAH0TEak9hSJygxoVsafg&r=DIcOoOXEvfHi6VS2kfSCMpRQOIeGnWzvvQXx6FPM324&m=qFpgHQETtIaQtw-EGxqXk6iK9e3DEFrxQIpz_gCJsSw&s=6jII5hPLJj96Wp0P6fro2p6ZMnbAH7LBVH6vn5QxxNU&e=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ublicinfo/community/school-year-2019-2020/coronavirus-update-20200303.html


 

Anne Moore 선생님은 Farmland 초등학교 킨더가든 교사입니다. Moore 선생님은 

MCPS 에서 23 년을 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전국교사연맹 승인교사인 Moore 

선생님은 아이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커어하여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하고 사회성이 

자라도록 합니다. 선생님 반은 선생님의 반은 열정이 넘치고 즐거운 곳입니다. 

선생님의 교습 실력은 간단하면서도 실력이 눈에 띄게 우수합니다. 선생님의 지치지 

않고 부모님과 의사소통을 하며 부모님께 자녀의 학교생활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주며 가정에서 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힌트를 제공합니다. 선생님은 

"글쓰기 워크숍"을 만들어 글쓰기를 좋아하는 문화를 만들어 학생들의 글을 쓰는 

실력을 향상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학년말에 자신의 글을 발표하는 작가의 리셉션을 

주관하였습니다. 선생님의 학업 성공으로의 헌신을 통해, 1학년과 2학년 학생을 

위한 여름 읽기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반에서의 교습을 알 수 있도록 데이터 사용을 적용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잘 짜인 계획과 데이터와 협력에 기반하는 교습 방법은 포닉스와 글자의 인지 

평가에서 25 명의 학생이 학년의 표준수준을 성취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은 여러 학생교사를 멘토링하고 계시며 숙련된 교사들도 돕고 계십니다. 

Moore 선생님은 유치원의 팀리더, 학교향상위원회와 운동회 위원회의 멤버, 그리고 

PTA의 직원대표로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Ms. Moore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방법으로 학교를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학부모인 Rachel Lanman씨가 썼습니다.  

 

Inge Chichester 선생님은 Silgo 중학교의 세계사 과목 주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고 학생들의 열렬한 지지자이십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의 책임이 있는 사람과 같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돕습니다. 

학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성장과 가능성을 보고 믿도록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잘 돌보고 성공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시고는 합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직업에 열정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또한 매일 아침 확성기를 들고 정문에서  

모든 학생을 맞이합니다. 선생님의 모든 학생과의 대화는 선생님의 모토인, '내 

한평생, 너를 사랑해!'라는 말로 마칩니다. 선생님 반은 가족 같습니다. 교습계획 

미팅에서 선생님은 동료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도전이 되는 교습을 하도록 장려하며 

평균 정도의 교습이 아닌 최선의 교습을 할 것을 강조합니다. 선생님은 " 학생들이, 

이것을 보다 더 실제로 느끼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를 어떻게 더 낫게 애들에게 

맞게 조정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이 개념을 첫 번째의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Chichester 선생님은 MCPS 에서 19 년 동안 근무하셨습니다. 동료, 학생들, 

부모님들은 선생님을 수퍼스타라고 부릅니다. 한 동료는 선생님을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까지 옮게 하는 "긍정을 전염시키는 사람" 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은 학교 

직업의 날을 리드하시고 7 학년의 Achievement Finance Park 에서의 필드수업을 

기획하시며 두 명의 AmeriCorps의 자원 봉사자도 호스트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녀가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보면서 항상 선생님을 존경해 

왔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피난처가 되주리라 믿고, 믿을수 있는 아군,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녀가 매일 학생들에게 얘기하듯이 ' 

내가 사는 동안 계속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6 학년 팀리더, Laura Corvelli 은 

말합니다. 

 

Rodney Van Tassell선생님은 2011년 부터 Winston Churchill High School의 사회과목 

리소스교사로 근무하셨습니다. Takoma Park Middle School에서도 근무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인내심이 강하고, 면밀하며,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하면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과목 부서에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을 모델로 삼고 교습하여, 교사들이 학생 중심의 학습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선생님은 학생들의 토론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네 책상을 

한 그룹으로 배치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교습은 창의적이고 흥미롭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미국과 영국의 이별 노래를 쓰도록 하기도 하고, 켄터키 혁명을 

쓴 토마스 제퍼슨을 재판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실을 법정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이 미국역사(Advanced Placement-AP)시험과 Maryland 

고등학교 평가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선생님은 AP 미국 역사와 심리학 프로그램을 300% 정도 성장시켰고 학생의 평균 

점수는 3.5 에서 4.1로 향상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오랫동안 Churchill의 수영/다이빙 

팀을 코치하셨고 수 많은 미국, 카운티, 와싱턴지역의 운동선수들을 코치하셨습니다.  

 

-"좋은 교사는 과목을 패스할 정도의 수준에서 가르치지만, Mr. Van Tassel과 같이 

훌륭한 교사는 학생이 과목을 사랑하여 매일 수업에 오고 싶도록 만든다고 Emily 

Abramson 학생은 말합니다. 

 

The Greenblatt Education Fund 는 Julius West Middle School 의 과학 교사 Joanna 

Martinez-Mack에게 2020년의 떠오르는 별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상은 교사 경험이 

5년 미만인 교사로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교사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Montgomery 카운티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교사근무가 의무사항인, 올해의 교사 최종 

후보들은 교육자들과 교육위원회 임원, MCPS 교직원, Montgomery County 연합 

PTAs 임원과 Greenblatt 가문의 일원으로 구성된 심사의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MCPS 직원들과 파트너 그리고 교사 Champions for Children celebration 

연례회의에서 우수한 업적을 기념하게 됩니다. MCPS 의 올해의 교사상이 

Bethesda 의 Bethesda Blues & Jazz Supper Club 에서 열리는 이 연례회의에서 

발표됩니다.  

 

전 교육위원회 임원의 이름을 딴,  Marian Greenblatt Fund, 는 학생들의 성취도에 좋은 

영향을 주고 젊은 교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돕는 교사에게 시상을 합니다. 이 펀드는 올해의 교사상을 수상하는 교사에게 

$2,000와 떠오르는 별 상을 수상하는 교사에게 $1,000을 수여합니다.  
 

 

만성적인 결석을 줄이는 법: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매년 8 백만 명 이상의 미국 학생들이 거의 한달 동안을 결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성적인 결석은 전국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MCPS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 학교에 출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출석률은 학업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봄방학이 가까워지는 요즈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매일 학교에 출석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휴가를 

며칠 연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이 며칠도 결석으로 간주한다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는 결석일지라도 몇 번의, 단 며칠 동안의 결석이 

합쳐지면 학습시간의 부족을 초래하여 자녀를 학습 진도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자녀에게 출석을 잘하면 주는 선물 등을 통해, 출석을 잘하는 습관을 갖도록 

도웁시다. 

 

알아두셔야 할 점 

 

이유가 있는 결석이든 아니든 학년도에 십퍼센트(18 일) 이상 결석하면 만성적 

결석에 해당됩니다. 

 

 모든 나이, 인종, 사회경제 계층의 아동이 만성적인 결석을 하지만, 가장 

위태로운 그룹이 빈곤층이나 홈리스 아동 그룹입니다.  

 9월 달에 2일에서 4일 정도를 결석한 학생의 반 정도가 학년도에 한 달 가까운 

결석 수를 보입니다.  

 프리스쿨, 유치원, 1학년 때 만성적인 결석을 한 아동은 3학년이 되어서 학년 

수준에 맞게 읽을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http://www.greenblatteducationfund.org/


 3학년 말에 학년 수준으로 읽지 못하는 학생을 학년 수준에 맞게 읽는 학생과 

비교해보면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가능성이 네 배나 됩니다.  

 6 학년 학생의 만성적 결석은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척도가 됩니다. 

 

학교출석을 힘들어 하는 학생을 아시면 학생출석부(Division of Pupil Personnel and 

Attendance Services) 240-740-5620로 전화 주십시오. 
 

 

5월 2일에 있는 특수교육 서밋  

 

MCPS 부모님, 직원과 지역사회 여러분을 제 7회 특수교육 회의(7th annual Special 

Education Summit), 오늘을 헤쳐나가며,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협력(Leading the Way 

Today, Partnering for a Better Tomorrow)에 초청합니다. 이 회의는 8:15 a.m.–1 p.m5월 

2일, 토요일 15800 Quince Orchard Road in Gaithersburg에 위치한 Quince Orchard High 

School에 열립니다.  

 

주요 연설자는 Center for Inclusive and Special Education 디렉터이자 Lesley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의 부원장이신 Patricia Crain de Galarce, Ed.D.입니다.  

 

특수 교육 서밋은 무료이며 학부모/후견인, 교육자와 커뮤니티 파트너인 여러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탁아서비스와 가벼운 아침 및 통역이 제공됩니다.  

 

추가 정보 

 

참석을 위한 등록.  
 

 

킨더가든-12학년 학생 대상 포스터 콘테스트 

 

아시아 태평양 기년의 달을 맞이하여 아시아 태평양 학생 성공실천그룹(Asian 

Pacific American Student Achievement Action Group-APASAAG)은 K–12 학생의 

포스터 경연대회를 후원합니다. 

 

이 대회는 생존하고 있거나 이미 사망한 훌륭한 아시아계 미국인을 선택하여 그 

사람과 유사하거나 그 사람의 업적을 대변하는 이미지의 창작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문의 1등, 2등, 3등의 각 수상자에게는 상금을 수여 

합니다.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pecial-education/events/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U8xpHPlDHxND_7m2B_VqcP01w-05ocQXCB3tJ1rTIJcaqjg/viewform


제출 마감일은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수요일 우편 마크까지) 

 

APASAAG와 함께 중국계 미국인 부모협회(Chinese American Parents Association of 

Montgomery), 캘빈 리 재단(Calvin Li Memorial Foundation), 락빌 아시안태평양 

미국인 실천회(City of Rockville Asian Pacific American Task Force),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인 협회(Association of Vietnamese Americans and the Indonesian 

American Association)가 협력하여 후원합니다.  

 

포스터 대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 

 
 

MCPS는 여름 RISE프로그램의 호스트를 모집합니다.  

7 월의 3-4 주 동안에 진행되는 여름 RISE 2020 프로그램을 통하여 MCPS 의 

주니어/시니어 학생들에게 귀하의 직장과 직종에 대하여 가르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MCPS 는 모든 직장부문과 특별히 예술, 연예, 생물학, 경영,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보건, 컴퓨터 정보, 법에 종사하시는 직장인을 프로그램의 

호스트로 모집합니다.  

여름 RISE 프로그램은 MCPS 주니어/시니어의 직장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고용인들에게는 미래의 직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Summer RISE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웹사이트를 봅시다. 정보세션 에의 

참석과 호스트 희망자의 등록은 등록 사이트 를 통해 합시다. 호스트 등록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2019 연차보고서 발표 

 

2019년 지역사회를 위한 연차 보고서 가 온라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연차 보고서 2018-2019 학년도의 주요 사항과 학습, 진도, 성취와 기회의 

제공에서의 공평과 성과를 반추해볼 때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포함합니다.   

보고서는 우리 교육구의 구성과 학생 학업 데이터, 행정 운영 데이터와 MCPS 의 

비젼과 미션을 이룩하기 위한 단계에 관해 설명해 줍니다. 연차 보고서는 이곳을 

봅시다: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annualreport/2019/  
 

 

이 날짜를 기억합시다: 영화 상영 및 토론이 4월 16일에 열립니다 

 

http://www.mcps-summerrise.org/
http://bit.ly/SummerRISEInformationSession
http://bit.ly/SummerRISE2020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annualreport/2019/


4월 16일, 목요일에 열리는 영화 “Resilience: The Biology of Stress & the Science of 

Hope” 의 상영회에 부모님과 지역사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이 행사는 오후 7시에서 8시 30분까지 13501 Richter Farm Road. Germantown에 

위치한 Northwest High School 강당에서 있습니다.  

 

영화를 관람하신 후에는 역경을 이기고 강하게 서는 힘에 관한 패널 토론이 

열립니다. 

 

지역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까? 카운티 일일 의원에 지원합시다. 

 

정치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Montgomery 카운티의 의원이 하는 일에 대하여 알고 

싶은  8, 9, 10학년과 11학년은 Craig Rice’s 의원의 “일일 의원(Councilmember for a 

Day Challenge" 에 출품하시기 바랍니다. 출품은 다음의 질문에 답하는 2분 이내의 

비디오나 500자 내의 에세이를 써서 제출합니다.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공공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 메릴랜드 주 및/또는 몽고메리 카운티 

지도자들에게 어떤 제안 또는 제의를 하겠습니까? 

 

한 명의 학생이 명예의원으로 선택되어 하루동안 Rice 의원과 동행하게 됩니다. 1등, 

2등, 3등의 학생에게 상금이 수여됩니다.  

 

마감일은 4 월 3 일(금) 오후 5 시입니다. 1 등 수상자는 교육과 문화 위원회의 

위원이신 Craig Rice의원과 동행하며 위원회의 명예 게스트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출품은 여기에서 합시다. 

 

출품하세요: 2020 여성의 능력 컨테스트 

여성 역사의 달(Women’s History Month)를 맞이하여 몽고메리 카운티 여성 위원회는 

제 3회 여성의 능력 컨테스트에 지역사회 여러분를 초대합니다. 

5-105세의 카운티 주민은 다음의 질문에 대답하는 단편, 시나 그림을 제출합시다: 

여성이 투표권을 얻은 지 100 년을 기념하는 지금, 아직도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존재하는 장애는 무엇이며, 그 장애를 깰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출품작은 단편, 시, 그림이지만 창의성이 중요하므로 대체적인 창의적 

표현의 출품도 환영합니다. 작품은 창작성과 내용으로 심사됩니다; 작품에는 속어, 

https://kpjrfilms.co/resilience/
https://kpjrfilms.co/resilience/
https://tinyurl.com/CM4aday2019


인종주의자적, 성적 언급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상은 

네 부문에서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모든 수상자는 여성 커미션 웹사이트에 실리며 가방, 위원들과의 사진 촬영, 다른 

수상자와 함께 Montgomery 카운티 여성 위원회의 회의의 명예 게스트로의 초대를 

받습니다. 

제출은 3월 31일까지 해야 하며 한 사람 당 한 작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추천글은 500 자 이내이어야 합니다 출품작은 성과 이름, 나이, 학년과 

학교(해당하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수상자는 4월 30일에 

발표합니다. 

더 많은 정보와 출품작의 온라인 제출은 2020 Girl Power Contest webpage 에서 

합시다. 출품작을 cfwinfo@montgomerycountymd.gov에 이메일 또는, 우편(주소:2020 

Girl Power Contest, Montgomery County Commission for Women, 21 Maryland Avenue, 

Suite 330, Rockville, MD 20850)로 보냅시다.   

미성년자의 출품작은 부모님이나 후견인의 허가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미성년자 본인의 작품이어야 합니다. 모든 출품작은 Montgomery 카운티 여성 

위원회의 소유가 되며, 광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Montgomery 카운티 여성 위원회와 이 경연대회는 몽고메리 카운티 

도서관과 도서관의 친구들(Montgomery County Commission for Women, Montgomery 

County Public Libraries and Friends of the Library)이 후원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240-

777-8300로 전화하시거나 Montgomery County Commission for Women 웹사이트를 

방문합시다. 

 

file://///CESC-DATA1/Depts/Superintendent/Communications/QuickNotes/2019-2020%20School%20Year/March%204,%202020/www.montgomerycountymd.gov/cfw/
mailto:cfwinfo@montgomerycountymd.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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