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3 월 제 1 호 퀵노트 뉴스레터
MCPS 올해의 교사상 수상자는 누구일까요?
Marian Greenblatt Education Fund 가 제공하는 2018-2019 년 올해의 교사상 최종 후보
로 세 명의 교사가 선발되었습니다. 선발된 선생님은: Kristen Kane 선생님, Forest
Knolls 초등학교 킨더가든 교사, Edwina A. Kollo 선생님, Shady Grove 중학교
수학담당 교사, Janet Gallagher 선생님, Bethesda-Chevy Chase 고등학교 주임
교사입니다. Kristen Kane 선생님은 2011 년부터 Forest Knolls 초등학교 킨더가든과
1 학년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교사 팀 리더이자 PTA 직원 리에존으로,
협조적이며 인내심이 많고 사려심이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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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잘 가르치십니다.
—“좋거나 나쁘거나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자신의 첫 초등학교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
학부모인 Bethany D. Miller 씨는 Kane 선생님에 관해 쓴 글에서 말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주시고 양육해주신 Kane 선생님께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모자랍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Edwina A. Kollo 선생님은 보안관련 대여와 교육판매계에서 먼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 장기 임시 교사로 근무할 기회가 생긴 선생님은 이를 통해
자신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선생님은
중학생을 잘 이해하여 학생들의 자존감을 끊임없이 기르며 학생과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십니다. 선생님은 교습을 차별화하여 선생님
반에서는 칠판에 학생 그룹이, 또 다른 그룹은 수학 문제를 만들고, 세 번째 그룹은
크롬북에서 교습을 듣고 있고는 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항상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고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학생은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에 배운 내용과
연결하고 실생활 경험에서 수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십니다. 동료
선생님들은 선생님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주도자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은 그랜트 지원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여름 수학 수업을 Shady Grove
중학교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수 기말고사를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수 타운홀 미팅을 계획하고 주선하여
다가오는 시험과 기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생님의 교습실력과 헌신은 기대를 온전히 뛰어 넘는 것입니다." Shady Grove 교직원
개발 담당교사인 Christine Oxenford 선생님은 말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엄청난 인내와
뛰어난 재치로 갈등을 해결하고 힘든 상황을 해결해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따뜻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선생님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며 주위 사람들의 기운을 돋우십니다.

Janet Gallagher 선생님은 2015 년부터 수학부 주임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우수한 리더이자-조직적이며 융통성이 있고 독창적이며 혁신적인
리더입니다. Bethesda-Chevy Chase 고등학교 Donna Redmond Jones 교장 선생님은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수학 반에서의 이름 없는 영웅이십니다."라고
하였습니다. 2016–2017 AP 통계반 학생의 30% 가까이가 아프라카계 또는 라틴계
학생이 었습니다. 선생님은 교육을 계속 받지 못한 영어 학습자인 학생들을 위한
METS 프로 그램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십니다. 선생님이 이끄는 19 명의 교직원의
롤모델이며 매우 취약한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또한
공평성을 이끄는 것에 깊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현안과 리서치를
학습하고 학생 학습을 돕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고는 하십니다. 교과과정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전문성 개발의 기회를 찾습니다. 선생님은 STEM 주도를
이끄시고 신입생이 되는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수학과 과학 과목 수강을
장려합니다. 선생님은 지역 중학교를 방문하고 8 학년 여학생 수십명에게 실습형
학습인 핸즈온 수학과 과학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STEM 분야의
커뮤니티 사람들을 모아 문제 해결과 팀워크로 학생들을 연계하기 위한 의견을
수집하는 학교장 STEM 자문위원회 주관을 도왔습니다.
—“Gallagher 선생님은 기대치를 높게 갖도록 본을 보이시며 동시에 모두가 보살핌을 받고
정당하게 평가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즐거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Bethesda-Chevy Chase
학교, Donna Redmond Jones 교장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학생의 기준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학생도 교직원도 모두

선생님의 헌신을 통해 이를 성공적으로 이룬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온화한 성품을 가졌지만 선생님이 주시는 영향은 매우 강하고 큽니다.”

Greenblatt 교육재단은 Somerset 초등학교 Erin Crowley 킨더가든 교사,Northwood
고등학교의 Helene McLaughlin 물리와 일반 과학 교사를 을 2018 년 떠오르는
올해의 교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상은 교사 경험이 5 년 미만인 교사로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교사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Montgomery 카운티에서 5 년 이상 교사로 근무해야 하는 올해의 교사 최종 후보들은
교육자들과 교육위원회 임원, MCPS 교직원, Montgomery County 연합 PTAs 임원과
Greenblatt 가문의 일원으로 구성된 심사의원들과의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MCPS 직원들과 파트너 그리고 교사 Champions for Children celebration 연례
회의에서 우수한 업적을 기념하게 됩니다. MCPS 올해의 교사상은 4 월
18 일 Germantown 에 있는 Black Rock Center for the Arts 에서 있을 행사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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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의 교사 최종 후보자는 2,000 불, 떠오르는 새 교사
두 명에게는 1,000 불을 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킨더가든 오리엔테이션이 3 월 4 일부터 시작됩니다.
2018 년 유치원 오리엔테이션이 3 월 4 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학부모와 학생은 교장선생님과 유치원 교사, 그리고 학교 교직원을 만나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각 초등학교에서 2018 년 3 월 4 일부터 5 월 26 일까지 2016 년도 9 월
1 일 이전에 5 세가 되는 아이와 아이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학부모님은 해당
학교에 전화하셔서 등록을 위한 예약과 유치원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확인합시다.
거주지에 따른 지정학교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Boundaries Office 전화 240-3144700 으로 문의하시거나 MCPS 웹사이트에 있는 School Assignment Locator 로
확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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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S 의 Career and Technology Education (CTE)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혜택을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구 노력의 일환으로 MCPS 는 성공한 MCPS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연대기로 작성하였습니다. MCPS 는 성공한 졸업생에 관한 글과 비디오를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리즈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Profiles of
Success 웹페이지를 봅시다.
MCPS 에는 재정, 법, 교육, 정보공학, 건축/건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MCPS 에서 받은 교육과 경험이 대학, 대학원, 인턴십과 자신의
직장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Montgomery 카운티 공공도서관에서 STEM 스마트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Montgomery 카운티 공공 도서관은 STEM 스마트 프로그램을 10 세부터 14 세까지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과학,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STEM)을 배울
기회와 실제 실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은퇴한 과학자로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STEM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Adventures in Science 의 자원봉사자가 지도합니다.
학생은 원하는 세션 또는 세션 전체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각 세션마다 사전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자리가 차기 전 미리 사전 등록합시다. 모든 프로그램은 오후
2 시부터입니다. 이곳에서 등록합시다
Davis, 6400 Democracy Blvd., Bethesda






3 월 17 일: 부엌에서의 화학
4 월 31 일: 부력/아르키메데스 - 액체가 물체를 들어 올려요!
4 월 14 일: 범죄과학 연구
4 월 28 일: 초콜릿
5 월 12 일: 전자기기

Gaithersburg, 18330 Montgomery Village Ave.





3 월 18 일: 딸기의 DNA
4 월 15 일: 즐거운 컴퓨터 프로그래밍
4 월 29 일:전자기기
5 월 13 일: 즐거운 컴퓨터 프로그래밍

Silver Spring, 900 Wayne Ave.






3 월 25 일: 부엌에서의 화학
4 월 8 일: 부력/아르키메데스 - 액체가 물체를 들어 올려요!
4 월 22 일: 범죄과학 연구
5 월 6 일: 초콜릿
5 월 20 일: 전자기기

프로그램은 지역 도서관 Friends of the Library Chapter 의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AAAS Stem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Robert
Thomas 씨, 전화 301-570-2811 로 연락합시다. 프로그램 정보는 Mary Ellen
Icaza 씨에게 전화문의합시다. (전화:240-777-0006)
MCPS 청소년 여러분을 MoCo'갓 탤랜트 쇼에 초대합니다.
탤랜트가 있는 청소년들은 모두 모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림을 그리며 글 쓰기, 시읽기에 좋아합니까?
MCPS 의 모든 중고등학생을 제 5 회 MoCo 갓 탤랜트 쇼 오디션에 초대합니다. 이
탤랜트쇼는 5 월 20 일(일) Silver Spring 에 있는 Fillmore 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는 오디션 등록을 온라인을 통해 해야 합니다. ActiveMONTGOMERY.org,
다음 activity 번호를 사용하여 등록합시다. 오디션은 카운티 내 다섯 곳에서 아래
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등록후, 참가자는 전화를 해서 오디션 시간 확인과 작품
제출 방법 등,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날짜

장소

시간

활동
Activity

3 월 16 일

East County Community Recreation
Center

오후 5 시-9 시

49619

3 월 24 일

Holiday Park Senior Center

오후 1 시-4 시

49625

4월6일

North Potomac Community Recreation
Center

오후 5 시-9 시

49621

4 월 13 일

Wisconsin Place Community Recreation
Center

오후 5 시-9 시

49622

4 월 20 일

Upper County Community Recreation
오후 5 시-9 시.
Center

49620

4 월 20 일

시각 미술 제출 마감일

49678

세 가지 항목: 음악, 춤, 시각 예술 참가자는 한 가지 이상의 항목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룹과 밴드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맴버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작품 제출은 4 월 20 일입니다
각 심사에서의 상위권자는 4 월 28 일에 있는 준결승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12 명이
5 월 20 일 Fillmore 에서의 최종 심사 MoCo's Got Talent 에 출전하게 됩니다.
각 항목에서의 우승자에게는 5 월 20 일의 MoCo's Got Talent 에서 뽑혀 수여되는
상에는 7 월 5 일에 있는 Silver Spring Summer Concert 와 11 월 17 일 2018 Montgomery
County Thanksgiving Parade 를 포함한 상이 수여됩니다.
MoCo's Got Talent 는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표현을 증진하여 자신의 열정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위한 행사입니다. 이 대회는 Montgomery 카운티에서의
예술성 육성을 통해 청소년들의 삶에서 예술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등록웹사이트: www.activemontgomery.org
자세한 문의는 240-777-8080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