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4 월 제 2 호 퀵노트 뉴스레터
Forest Knolls 초등학교 선생님이 MCPS 올해의 교사로 선발되었습니다.
Forest Knolls 초등학교 킨더가든 교사인 Kristen Kane 선생님이 우수한 교육자를
기념하는 행사인 2018-2019 년도 제 16 회 annual Champions for Children Awards
Celebration 에서 올해의 교사로 선발되었습니다.
Kane 선생님은 2011 년부터 Forest Knolls 초등학교 킨더가든과 1 학년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교사 팀 리더이자 PTA 직원 대표자로,
Kane 선생님은 Maryland 올해의 교사에 도전하게 되며 협력적이고 인내심이 많으며
교습에서 학생에 맞게 잘 반영하는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긍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흥미있는 교습을 제공하며 학생들과 두터운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반은 즐겁고 활력이 넘치며 상호적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선택을 높이고 다양한 학습자의 필요에 맞추어 교습을
다르게 구성하고 가르치시며 학습장애, 언어발달 장애와 ESOL 학생을 포함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잘 가르치십니다.
Kane 선생님은 올해의 최종 교사로 선발된 선생님 중 한 분으로 이 외에 Shady Grove
중학교 수학 과목 전문교사 Edwina Kollo 선생님, Bethesda-Chevy Chase 고등학교
주임교사 Janet Gallagher 선생님이 계십니다. Marian Greenblatt Education Fund 에서
최종 선발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여러 MCPS 교직원과 지역사회원이 Germantown, BlackRock Center for Arts 에서 있던
Champions for Children 행사에서 그들의 우수성과 헌신에 대한 표창을 받았습니다.
세 후보자는:

● Somerset 초등학교 킨더가든 Erin Crowley 선생님이 떠오르는 올해의 새 교사
● Northwood 고등학교 물리 교사인 Helene McLaughlin 선생님이 Greenblatt
떠오르는 올해의 새 교사
● Paint Branch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Myriam Yarbrough 선생님이 Dr. Edward
Shirley Award 우수 교육상
● Hallie Wells 중학교 건물관리 매니저, Stephen Ricketts 씨가 올해의 직원상
● Wells Fargo 가 아동을 위한 비즈니스 챔피언
● Gillian Huebner, Montgomery County Council of PTAs 의 Chairperson of the
School Climate and Safety Subcommittee 의 아이들을 위한 자원봉사 챔피언 상
행사는 올해 2018-2019 올해의 교사상을 후원한 Fitzgerald Auto Malls 을 포함한 여러
단체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의 상 최종 후보인 모든 교사는 Greenblatt
교육재단에서 2,000 불을 받게 됩니다. Maryland 올해의 교사로 뽑힌 MCPS 교사,
Jane Lindsay 씨에게 축하를 보냅시다. MCPS 올해의 교사인 Kane 선생님은
Fitzgerald 에서 자동차를 무료로 1 년 대여 받게 됩니다.
Operation Safe Ride to School 이 5 월부터 시작됩니다.
5 월부터 Montgomery County Police Department(MCPD)경찰관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교통 순회와 교통안전법의 교육과 함께 교통안전에 초점을 둔 주도안을
가르치게 됩니다. 4 월 산만한 운전 각성의 달을 맞이하여 경찰국은 운전 중 휴대폰
불법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위반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5 월, 경찰국은 안전벨트와
카시트의 적절한 사용을 일깨우기 위한 "전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의 Click It or
Ticket(안전밸트 또는 위반티켓)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MCPD – Operation Safe Ride To School(안전하게 등교하기) 주도안은 부주의 운전과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 학교들 입구와 학생 승하차 장소에서의 안전밸트,
카시트 사용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 교통 안전 캠페인입니다. 이는 4 월에 시작하여
5 월까지 진행됩니다. 이 부서에는 학교에 학생을 내려줄 때,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과 카시트의 적절하지 않은 사용, 안전밸트의 미사용 등 수많은 불만과
염려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학교에 학생이 도착할 때가 교통량과 도보자들이 많은
시간대임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대의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과 웰빙 포럼이 4 월 22 일에 있습니다.
학생과 가족 모두를 4 월 22 일, Gaithersburg 고등학교에서 오후 1 시-5 시에 있는 정신
건강과 웰빙 포럼에 초대합니다.
MCPS 와 Montgomery County Council of PTAs(MCCPTA)가 주관한 이 행사에서
청소년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정신 건강 문제에 관해 토론을 하게 되며 MCPS 와
워싱턴 지역에 있는 여러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날의 행사에는 청소년 정신 건강과 웰빙상태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됩니다.
세션은 EveryMind 회장 Ann Mazur 씨와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11 학년생
Ananya Tadikonda, 그리고 2018-2019 년도 교육위원회 MCPS 학생회원 후보가
인도합니다.
MCPS 학생 건강 코디네이터인 Dr. Elizabeth Rathbone 와 EveryMind 의 위기 예방과
조정 디렉터 Rachel Larkin 씨의 위기 관리와 자살 예방 세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대처방법, 마음챙김, 회복을 위한 조치, 온라인에서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신체 운동과 정신 건강, 아동학대와 아동방치와 같은 주제로 분반
세션을 진행합니다. 또한 Identity 가 인도하는 스페인어로의 발표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이곳에서 합시다.
정신 건강과 웰빙 포럼 안내서

커리어 준비 여름캠프 캠프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봇, 엔지니어링, 요리에 관심이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MCPS 는
중학생들이 커리어준비 프로그램에 관해 알 수 있는 중학교 여름캠프 시리즈를
개최합니다.
학생은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거나 자동차 기술
프로그램을 통해 차에 대하여 배웁니다. 또한, 예비 엔지니어링, 게임 디자인 등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여름 첫 학기는 6 월 25 일-28 일입니다. 여름 제 2 학기는 7 월 9 일부터 12 일
까지입니다. 여름 캠프는 Gaithersburg 고등학교와 Paint Branch 고등학교에서

있습니다. 각 캠프는 두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며 비용은 한 학생당 50 불입니다. 무료
또는 할인 급식 대상 학생들을 위한 재정보조도 있습니다.
커리어 준비 여름 캠프(Career Readiness Summer Camps)

교육위원회는 정책 JED 에 관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2018 년 4 월 12 일,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잠정적으로 교육위원회 정책,
Policy JED, Residency, Tuition, and Enrollment 의 재검토와 Policy JEA 의 재분류를
승인하였습니다.
제안한 재검토는 모든 Montgomery 카운티 학생의 해당하는 모든 학생들의 등록
절차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절하게 확인하고 Maryland 법에 따라 거주 학생과
비거주 학생의 기준을 책정하게 됩니다. 승인된 정책 JED 초안은 2018 년 7 월
6 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책 JED 에의 의견은 이곳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MGT of America 컨설팅이 MCPS 를 위해 성장관리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정책의
변경은 평가절차의 주요 시설 지표와 시설계획의 전반 절차를 알리고 교육구 건물
증건축 예산 계획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커뮤니티의 의견을 통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