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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에의 의견제시 

 

후보 선정 기관인 Hazard, Young, Attea and Associates와 함께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대학 및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줄 교육구인 MCPS를 인도할 제일 적합한 인재를 고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주요 가치, 전략적 우선순위, 올해 있을 Montgomery 

카운티 이해 관련자의 의견을 통해 수집될 바라는 특성과 자질에 따라 후보 선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육위원회는 차기 교육감의 중요한 특성에 관한 커뮤니티의 의견을 설문조사, 인터뷰와 

광범위한 커뮤니티 리더와 함께하는 포커스 그룹 등을 포함한 여러 방법을 통해 수집할 

예정입니다. 이 정보를 모두 차기 교육감 선정에 제공합니다.  

 

모집 안내는  이곳을 봅시다. 설문조사는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와 사무실은 추수감사절 전날인 11월 24일(수) 휴교 및 휴무합니다 

 

교육위원회는 11월 9일 11월 24일(수) 추수감사절 전날 학교와 사무실을 휴교 및 휴무하는 

결의안을 통과하였습니다. 11월 24일은 원래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의 조기 하교의 

날이었습니다. 학교와 사무실은 이제 11월 24일(수)부터 11월 26일(금)까지 쉽니다. 

탁아서비스는 원래 스케줄에 따라 운영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을 탁아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사무실은 11월 29일(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학생 안전과 웰빙에 관한 임시 교육감 메시지 

(혹시 못 받으셨을 경우를 위해.  학생의 안전과 웰빙에 관한 이 메시지는 11월 9일(화), 각 

가정에 이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 

 

학부모님과 학생, 지역사회 여러분께, 

저는 오늘 우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최근에 우리 학교 캠퍼스에서 있었던 

심각한 사건에 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몇 주간, 여러 심각한 사건들, 일부는 무기가 관련된 사건이 이 학교 부지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우리 교육구는 학교 소유지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무기 소지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학교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에서 무기를 소지한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hyasearch.com%2Fjob%2Fsuperintendent-rockville-md%2F&data=04%7C01%7CEleni_O_Kretikos%40mcpsmd.org%7C0852e5b564ef4959404d08d994100cdc%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70361904520891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DcxznVjDiL95wcbh2yiVFVdyxYg2GRh%2F38wLrzqqJd8%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survey2.ecragroup.com%2Findex.php%2F346943%3Flang%3Den&data=04%7C01%7CEleni_O_Kretikos%40mcpsmd.org%7C0852e5b564ef4959404d08d994100cdc%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70361904520891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5SskedMlSuQBW8rTr21UkwpeIAaUSMnAjUJ2HE5guM4%3D&reserved=0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uploadedFiles/departments/publicinfo/2021%E2%80%932022%20School%20Year%20Calendars%20Adjustment%20AC.pdf


경우, 경찰에 인계됩니다. 학생은 또한 MCPS 행동규범(Code of Conduct)에 따라 심각한 징계 

조치에 직면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성공을 위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학생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모든 행동은 MCPS 학생규범(MCPS Student Code of Conduct)에 따라 조속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학생의 행동과 징계조치에 관한 교육구의 기대에 관한 질문은 학생의 권리와 

의무 지침서(Student’s Guide to Rights and Responsibilities)와 학생 규범(Student Code of 

Conduct)을 참조하시거나 학교 행정 담당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와 같은 

교육구의 기대하는 바와 행동에 따른 결과에 관해 잘 알고 이해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무기 소지를 알게 되거나 해를 가할 계획, 또는 자신을 해치거나 학교의 누군가를 해칠 

계획을 알게 될 경우, 즉시 학교 행정담당, 지역경찰 또는 Maryland SafeSchools Tipline 

(전화:833-632-7233, 24시간/주 7일 운영)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MCPS는 우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실행, 규정이 있으며 또한, 훈련된 

행정 직원과 보안 직원이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육구는 또한,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Montgomery 카운티 법집행 기관과 기타 지역 경찰 관련 기관과의 서면 동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운슬러와 기타 정신건강 전문가가 모든 상황 후의 대응과 회복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만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안전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본 심각한 사건들이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무엇이 심각한 사건의 원인이 

되었는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학생이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압니다. 팬더믹, 사회 정의에 관하여, 특히 많은 우리 학생들과 학생 가족이 

직면한 개인적 어려움을 포함한 여러 요소로 우리 모두에게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정신건강 

각성 주간(Mental Health Awareness Week)에 학생들의 웰빙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있는 활동에 관한 자세한 안내와 리소스는 MCPS 정신건강 각성 

주간(Mental Health Awareness Week) 웹사이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학생을 아실 

경우, 학교의 교직원에게 연락해 주시거나 Montgomery 카운티 핫라인(301-738-2255)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학교와 우리 교육구 가족, 우리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함께 힘을 합하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가치 있으며 학습과 성장할 

준비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Dr. Monifa B. McKnight 

임시 교육감 

 
 

교사, 보조직원 및 교장상을 위한 후보 추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생님, 보조교사, 행정 관리자를 추천할 때입니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래의 상을 보시고 여러분께 의미 깊은 교직원을 추천합시다.  

상 종류로는- 

Montgomery 카운티 올해의 교사 상: Montgomery 카운티 올해의 교사 상은 모든 학생에 대한 

높은 학업 기대치를 갖고, 모든 배경과 능력의 학생들을 참여하도록 하며, 긍정적인 학교 문화에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students/rights/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students/rights/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students/rights/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mental-health/fair/index.aspx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mental-health/fair/index.aspx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ersonnel/awards/teacher-of-year.aspx


기여하고, 학교 공동체와 연결하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풀타임 교사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후보 교사는 MCPS에서 최소한 6년 이상 가르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Montgomery 

카운티 올해의 교사상 수상자는 Maryland 주의 올해의 교사 후보로 MCPS를 대표하여 진출하게 

됩니다. 마감일은 12월 17일(금) 자정입니다. 

 

Washington Post 올해의 교사 상: 이 상은 학습과 성취에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 프리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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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은 12월 17일(금) 자정입니다. 

 

Washington Post 이 제공하는 올해의 학교장상(Principal of the Year Award: 이 상은 매일의 

업무를 넘어서 특별한 교육적 환경을 조성한 학교장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 상의 수여를 

통해 워싱턴 포스트 회사 교육재단(Washington Post {44}Company Educational 

Foundation)은 학교 지도자의 우수성을 장려하고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교육이 실질적인 

방법으로 육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사, 학생, 이전 학생, 학부모, 행정교직원 또는 일반인 

누구나 학교장을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12월 17일(금) 자정입니다. 

 
Dr. Edward Shirley Award for Excellence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우수한 MCPS 행정관리와 수퍼바이저 및 MCAAP/MCBOA 부서의 교장, 교감 학교 비즈니스 

운영담당, 디렉터, 수퍼바이저와 기타 행정관리와 수퍼바이저 등 해당 추천 후보의 우수함을 

기념하기 위해 매해 주어지는 상입니다. 후보자 추천은 MCPS 교직원, 동료, 친구, 학부모, 

커뮤니티원이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직접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2022년 1월 10일(월) 

오후 4시입니다. 

 

Shirley J. Lowrie 교습 감사상(Thank You for Teaching Award): 생을 가르치는 것에 깊은 

헌신을 보이는 초등학교 교사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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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교사이어야 합니다. 마감일은 12월 17일(금) 자정입니다. 

 

교육감 연례 Mark Mann 우수와 조화상(Annual Excellence and Harmony Award):  1991년에 

제정된 이 상은 학업의 우수성 향상과 긍정적 인간관계, 강한 지역사회 연대에 뛰어난 능력을 

보인 MCPS 학교장을 기념하기 위한 상입니다. 1988년에 돌아가신 Parkland Junior High School 

전 교장인 Mark Mann 교장 선생님을 모범 삼아 이 상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전 해에 추천한 

후보자도 재추천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12월 17일(금) 자정입니다. 

 

올해의 지원 전문 교직원 상(Supporting Service Employee of Year): 이 상은 MCPS에 큰 

공헌을 한 교사를 제외한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상입니다. 후보자는 자신의 기본적인 일의 영역을 

넘어선 헌신을 보이며, 학생의 학습 증진, 긍정적인 관계 조성, 학교나 사무실에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학생과 학교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 합니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ersonnel/awards/Washington-Post-Teacher-of-the-Year-Award/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clusteradmin/schoolperformance/washingtonpostaward/
https://www.mcaapmd.org/recognitions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ersonnel/awards/award-shirley-lowrie.aspx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ersonnel/awards/mannaward/


 추천 대상은 MCPS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서포팅 직원이어야 합니다. 

행정 담당, 교사, 기타 서포팅 전문직원, 학생, 지역주민이 지명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12월 

22일(수) 오후 4시입니다. 

 
 
 

미국 재활용 기념일은 11월 15일입니다 

 

MCPS 학생과 교직원 여러분을 모두, 11월 15일(월)에 있는 미국의 재활용을 기념하는 원격 

온라인 행사에 초대합니다. 이 심포지엄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3시-3시 30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3시 30분-4시에 있습니다.  

교육구의 교육구 전체 재활용에 관해서와 새 재활용 프로그램에 관해 함께 알아보고, 학교를 

떠난 재활용지와 박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들어 봅시다. 질의문답의 시간도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원격 온라인 회의 링크를 받읍시다. 링크를 11월 12일에 보내 드립니다. 

미국 재활용의 날 

 

졸업반 학생 여러분, Maryland 페이지 프로그램 지원 마감일이 11월 22일입니다 

 

2021 Maryland주 의회 페이지 프로그램(General Assembly Page Program)이 2021 Maryland주 

의회 기간에 원격 온라인과 대면 옵션 학생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정부, 정치, 역사, 리더십에 

관심이 있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2022년 1월 12일부터 4월 11일 사이에 연속이 아닌 형태로 2주있습니다. 의회기간 

13주 동안(1월부터 4월까지)은 페이지인 학생은 의회 첫 세션 전반기간에 일을 하고 두 번째 

세션 2째 중에 다시 일을 위해 복귀하게 됩니다. 

 

페이지 학생의 온라인 활동은 상의원, 하의원과의 온라인 대화에의 참여, 입법부 세션과 위원회 

공청회에의 온라인 참여입니다. 대면 활동을 선택할 경우, 각 페이지 학생은 Annapolis 의회를 

방문할 기회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방문 선택을 통해 주의회 건물을 투어하고 집행실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세한 안내와 지원은 이곳을 봅시다. 지원 마감은 11월 22일(월) 오후 5시입니다. 

 
 
 

시간을 비워둡시다! 전국 히스패닉 대학 박람회가 11월 30일에 있습니다  

 

Career Council, Inc.는 고등학생과 학부모님을 무료 대학 박람회를 11월 30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최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은 고등학교 대학과 커리어 담당 코디네이터와 학교 

카운슬러에게 연락하여 행사 등록에 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학 박람회에의 참석하기 위해 학생과 학생 가족은 이 링크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hJ0MuOErunc8HRMG3wXg9jBPW3qd5rWEtNEK_Oc9pP5CDYQ/viewform
https://news.montgomeryschoolsmd.org/wp-content/uploads/2021/11/America-Recycles-Day-Flyer.pdf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ocs.google.com%2Fdocument%2Fd%2F1PjlP_udDApnK5XCLdWDfEErl40OF2xEqXRsTse8lwzM%2Fedit%3Fusp%3Dsharing&data=04%7C01%7CChristopher_C_Cram%40mcpsmd.org%7C5a331aaa7a0e4c3b6e4a08d9a3aadf67%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72077654492527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3PRnubFn4NFQxlZAW6E81HaIpvwIwUJJvEuzJD1QwvU%3D&reserved=0
https://gotocollegefairs.swoogo.com/NHCF_registration.


 

특수교육을 통한 도움이 필요한 학부모님과 보호자 여러분: 다음 SEAC 회의가 11월 18일에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특수교육 자문위원회(Special Education Advisory 

Committee -SEAC)는 다음 원격 온라인 월례 회의를 11월 18일(목) 오후 7시-9시에 

개최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 학부모님은 다른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학부모/보호자와 연결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특수교육 담당자와의 대화 및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와 줌(Zoom) 링크는 SEAC 웹사이트를 방문합시다. 

 

정기 이메일 안내, listserve에 등록하고 싶은 경우는 연락을 받기 원하는 이메일 주소를 Rosa M. 

Aleman(Rosa_Aleman@mcpsmd.org에게 이메일로 보냅시다.   

 

이 날짜를 기억합시다: 연례적으로 열리는 중고 자동차, 중고 컴퓨터 판매를 12월 11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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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토요일) 오전 9시-11시, Gaithersburg 고등학교(주소:101 Education Blvd, 

Gaithersburg)에서 판매합니다. 

자동차와 컴퓨터는 학생들이 수업과 실습의 일환이며 학생들이 직접 수리와 재정비를 하고 

시험까지 거친 후 제공됩니다. 이 판매를 통해 학생들은 직접 판매하는 세일즈 기술을 연습해 

보며 학생 봉사활동 시간을 취득하고 기부와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감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ATF는 기부를 계속 받고 있으며, 이 기부는 약 400명의 고등학생이 중고차를 분석하고 고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ATF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3시까지 Damascus, 

Gaithersburg, Seneca Valley high schools, Thomas Edison High School of Technology, Shady 

Grove Bus Depot에서 일 년 중 언제든지 자동차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세금면제 

대상입니다. 

자동차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은 Kelly Johnson(전화: 240-740-2051)에게 문의합시다. 자동차 

기부는 Michael Snyder(전화: 240-740-2050)에게 문의합시다. 

자동차 트레이드 재단 (Automotive Trades Foundation) 

정보기술재단 (Information Technology Foundation) 

 

MCPS는 프리킨더가든 코드 배달행사를 주관합니다 

 

MCPS 프리킨더가든과 Head Start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새 코트의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4세-10세의 남학생과 여학생을 위한 코트를 Rocking Horse Road Center(주소: 4910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pecial-education/seac/
mailto:Rosa_Aleman@mcpsmd.org
http://www.cars2purchase.org/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curriculum/foundations/information-technology/news/index.aspx?id=615095


Macon Road, Room 141, Rockville, MD 20852)에 보내주시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자와 장갑, 목도리의 기부도 받고 있습니다. 

 

기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에 받고 있으며, 기부물품을 주문할 

경우, 배달지를 Rocking Horse Road Center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Lisa_W_Conlon@mcpsmd.org로 이메일 또는 240-740-4530.240-740-4530로 전화합시다. 

 

기억해야 할 날짜 

11월 17일(목) – 학부모 아카데미: 십대와의 의사소통 

11월 18일(목) – 교육위원회 시설과 학군경계 결정 

11월 22일(월) – K-12학년 오전 수업의 날 (모든 학교) 

11월 23일(화) – K-12학년 오전 수업의 날 (모든 학교) 

11월 24일(수) – 26일(금) – 추수 감사절 공휴일: 학교와 사무실 휴무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ontgomeryschoolsmd.org%2Fdepartments%2Fparentacademy%2Fworkshops.aspx&data=04%7C01%7CSarah_Siddons%40mcpsmd.org%7Ca3046bcb9d28477b099508d9a459cd75%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72152786138519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BHZS1%2FFp2j%2BSTT2Gr1GF5LNmydQd0U38NGX%2BGJ7dJ70%3D&reserve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