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cast 부모 참여 성과 상 
(Parent Involvement Matters Award) 
 

상에 대하여 
(About the Award) 
Comcast 부모 참여 성과 상은 공교육에 본이 될만한 기여를 통해 

메릴랜드 공립 학교의 학생과 교사, 학교, 프로그램 그리고/혹은 정책의 

개선을 주도한 부모 (그 리고 아이의 법적 책임자) 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입니다. Comcast 는 메릴랜드 주교육부와 더불어 부모님들이 

공교육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을 조명하고 모든 부모님들로 하여금 어떤 

면으로든 교육에 참여 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이 상을 제정했습니다.   

부모님들의 참여 분야(Areas of Parent Involvement)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지역 학교 시스템들이 부모님 참여 프로그램을 고안하는데 있어 리더십과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 교육부와 논의를 거쳐,  Comcast 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가족 참여 틀을 토대로 다음의 
분야에서 활약이 돋보인 후보자들을 조명하려 합니다.  

 부모님들의 참여 분야를 아래와 같이 다섯 분야로 지정했습니다. 후보는 한 분야 혹은 여러 분야에 걸쳐 참여하고 
있는 분일 수 있는데, 지난 2 년 내로 참여한 프로젝트가 공교육에 중요하고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어야 합니다.  

1.   의사소통: 학교 집단에 영향을 주는 의사소통 양성.  

2.   자원봉사: 자원봉사자 선발 및 조직 혹은 학교 행사를 대내외적으로 후원.  

3.   학습 지원: 숙제나 수업 받는 능력을 강화하는 학습 활동 조직 및 협력. 

4.   의사 결정: 의사 결정 위원회, 혹은 시스템이나 학칙 변화를 옹호하는 프로그램 참여, 혹은 학교나 교육 집단의 
대표로 활동. 

5.   지역사회 협력:  학교 집단의 서비스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 모금 등의 활동, 혹은 학교를 통해 
대외적으로 돕는 활동. 

프로그램의 예 (Program Examples) 
 
지난 해의 수상 사례 몇가지를 소개합니다. 이런 분야만 수상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을 주지해 주십시오. 

 학교 관련서류들을 번역하고 회의나 클럽 모임 기타 학교 모임 등에서 통역. 학교 부모님들로 구성 된 

모임의 스페인어 상담자로 봉사. 
 성적 우수자들이 지역 사회 사업체로부터 포상받게 하는 프로그램 고안. 
 학생과 부모님들이 대학 지원서 작성 및 재정 보조 정보에 관해 알아보는데 조력. 
 많은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저렴한 방과 후 돌보미 프로그램 제정 조력. 

 

    

자리를 선택하세요. 
참여하세요. 

 



 

 

참여 자격 (Eligibility) 
Comcast 부모 참여 성과 상 후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친부모, 입양 부모, 법적 가디언, 아이와 함께 
살면서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친척 이나 
재혼한 부모,  또는 아이의 양육을 법적으로 
책임지는 분.  

 어떤 그룹을 후보로 선정할 경우, 
특정 프로젝트(들)를 목적으로 조 
직된 그룹이라야 함. 

2. 아이가 메릴랜드 공립학교에 재학중이어 야 
함.  

3. Comcast 나 메릴랜드 주교육부 혹은 메릴 
랜드 공립 학교 시스템 종사자는 해당되 지 
않습니다.   

 학교나 학교 시스템에서 돈을 지 
급받는 자(예를 들어 대체 교사, 
번역인 등)는 후보가 안됩니다. 

4. 후보로 지명된 프 로젝트를 지난 24 개월 
이내에 실행 내지 참여해 온 자. 

후보 추천 마감일 (Nomination 

Deadline) 
후보 패켓은 2009 년 1 월 16 일 까지의 소인이 

찍혀야 하며 다음 주소로 보내셔야 합니다.: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Academic Policy, 7th Floor 

            Attn: PIMA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aryland  21201  

후보 추천 서식들은 
www.MarylandPublicSchools.org/ pima 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 니다. 
온라인이나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선별 과정(Selection Process) 
제출된 서류를 모두 점검한 후에 심사위원 
단은 24 명의 최종 준결승자를 —메릴랜드 23 개 
카운티에서 각각 한 분과 볼티모어 시에서 한 
분- 선발할 것입니다. 두번 째 심사위원단은 
24 명의 준결승자를  심사 하여 최종 5 명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심사 위원단은 최종 5 명을 
인터뷰해서 1 명을 최종 수상자로 추천할 
것입니다.  
Comcast 는 2009 년 봄에 시상식을 열고 24 명 
모두를 시상합니다. 시상식 때, 결승 자  5 명과 
최종 수상자가 발표되겠습니다.   최종 수상자와 
결승자에게는 참여 활동을 계속할 상금이 
지급됩니다. 

 

       수상자들에게 주어지는 기회     
       (Opportunities for Winners) 

 
Comcast 는 2009 년 봄에 24 명의 지역 선 발자 
모두를 시상하는 행사를 가질 것이며 시상식 
후에는 이들 모두 다음과 같은 다양 한 기회를 
통해 홍보 및 부모 참여 촉진을 이 룰 수 
있습니다.:  

 Comcast 케이블 TV 에서 공공 서비스 방송 
참여.  

 교육 행사 및 컨퍼런스에서 연설.  

 메릴랜드 주 교육위원회 그리고/혹은 지역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  

 교육 기동 팀 그리고/혹은 위원회에 참여.   

 “최우수 사례” 출판 그리고/혹은 웹사이트를 
통해 부모님을 독려하고 실질적 조언을 
주는 활동 참여.  

 

 

http://www.marylandpublicschools.org/


	 	
Nomination Instructions
• Please complete Sections 1, 2, 3, & 4 of this nomination form. 
• A complete nomination packet should include an original and two 

single-sided copies of each section. 
• Incomplete nominations will not be considered.
• If you have questions about the nomination process or award 

program, please contact pima@msde.state.md.us (preferred) or 
1-888-246-0016.

The complete nomination package must be postmarked by

  JANUARY 16, 2009 

and mailed to: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Academic Policy, 7th Floor 
ATTN: PIMA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aryland  21201

Nomination for Comcast’s Parent Involvement Matters Award
SECTION 1: Contact Information

Responses should be in a type size no smaller than 11 points or printed clearly. 

Nominee Full Name: ————————————————————————————————————————  
   Last     First    M.I.

 Address:    ————————————————————————————————————————  
   Street Address        Apartment/Unit #

              ————————————————————————————————————————  
   City    County    State  ZIP Code

 Home Phone:  (         ) ——————————— Alternate Phone:  (         ) ——————————
 E-mail:       ———————————————————————————————————————— 

Nominator Full Name: ————————————————————————————————————————  
   Last     First    M.I.

 Address:    ————————————————————————————————————————  
   Street Address        Apartment/Unit #

              ————————————————————————————————————————  
   City     State    ZIP Code

 Home Phone:  (         )  ——————————— Alternate Phone:  (         ) ——————————
 E-mail:        ———————————————————————————————————————— 

SECTION 2: Statement of Agreement for Nominee

Please read the following statements carefully and sign your name at the bottom of the section.

Nominee Printed Name: ——————————————————————————————————————————

Nominee Signature: ——————————————————————  Date: —————————————————

I AgREE ThAT: I AlSO AgREE ThAT: 

•  I am aware of and support my 
nomination for the Comcast 
Parent Involvement Matters 
Award.

• I meet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of the program.

• I have never been convicted of 
a felony crime, child abuse, or 
neglect.
-  All semifinalists will be subject 

to a background investigation 
which will require providing 
his/her social security number 
and fingerprints.

If I am identified as a semi-finalist, finalist, and/or statewide winner, I will 
participate in:
• the Comcast Parent Involvement Matters Award ceremony.
•  a personal interview at the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MSDE) or 

Comcast.
•  a recorded interview, portions of which may be taped for purposes that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broadcast on cable television, streaming on the Web, and 
screening at education-related events.

• a public service announcement for broadcast on Comcast cable channels.
• a recognition ceremony at the MSDE.
•  educational events (e.g., state or district level conferences on family involvement) 

that may include invitations to speak, as my schedule permits. (MSDE and Comcast 
understand that parents already have many commitments.)

•  a “best practices” publication and/or Web site with the MSDE staff. (This 
participation will likely involve speaking with MSDE staff and providing any 
materials relevant to my parent involvement project.) 



	
Nomination for Comcast’s Parent Involvement Matters Award

SECTIoN 3: Narrative

The narrative is separate from the three letters of recommendation and is limited to two pages with one-inch margins, 
single spacing, and in a type size no less than 11 points. The top of each page should include:

 • Section 3: Narrative
 • Name of Nominee
 • Project(s) Name/location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narrative should describe the nominee’s outstanding contribution(s) to public educa-
tion. The description should provide sufficient detail about the nature of the project(s) the nominee has been involved in 
and the impact the nominee’s involvement has had on students, teachers, the school as a whole, and/or the community. 
Please include the names of schools, school systems, and/or organizations who were involved in the project. 

SECTION 4: Letters of Recommendation

Three original, signed letters of recommendation are required from 
people in different positions who have direct knowledge of the 
nominee’s accomplishments. The following are examples of different 
positions: school administrator, teacher, student, parent, school 
district administrator, school board member, community or faith-
based leader, business leader, and legislator. 

Letters of recommendation should be limited to no more than two 
pages. Please provide the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letters’ authors below and include the letters in the application. 

First Recommendation Letter
 Name: ——————————————————————————

 Title:  ———————————————————————————

 organization: ———————————————————————

 Telephone:   (         ) ———————————   

Second Recommendation Letter
 Name: —————————————————————————— 

 
 

 Title:  ———————————————————————————

 organization: ———————————————————————

 Telephone:   (         ) ———————————   

Third Recommendation Letter
 Name: —————————————————————————— 

 
 

 Title:  ———————————————————————————

 organization: ———————————————————————

 Telephone:   (         ) ———————————   

Writing	a	Narrative	&	
Letter	of	Recommendation

When writing the Narrative, please 
provide clear,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nominee’s involvement in 
the specific project(s), including:
• a clear, concise description of the 

project(s)
 - when and where the project began
 - why the project was initiated
 - what was the goal of the project
 - how was the project goal achieved
• a description of how the nominee 

was involved in the project(s)
• a description of how the people/

community benefitted from the 
project(s)

Letters of recommendation should 
describe the nominee’s involv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riter.
For instance:
•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a 

principal should include information 
about how the nominee’s 
involvement impacted the school 
community. 

•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a 
parent should include information 
about how the nominee’s 
involvement impacted the parent 
community.

Addtional information about 
the nominee can be provided 
in the narrative and letters of 
recommendation so long as the 
information meets the two-page lim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