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월 13일 퀵노트 

 

올해의 교사상 최종 후보로 세 명의 MCPS 교사가 선발되었습니다. 

 

세 명의 교사가 Marian Greenblatt Education Fund가 제공하는 2019-2020년 MCPS 

올해의 교사상 최종 후보로 선발되었습니다. 올해의 최종 후보교사는, Maura 

Backenstoe 선생님, Burning Tree 초등학교  킨더가든 교사, Madeline Hanington 

선생님, Hallie Wells 중학교 영어 교습내용 전문가 및 교사, Teak Bassett 선생님, 

Clarksburg 고등학교 사회 교사입니다.  

 

Greenblatt 교육재단은 Albert Einstein 고등학교 기악 교사인 Brendan Kellyles 

선생님과 Gaithersburg 중학교 STEM 교사인 Virginia Pantella 선생님을 2019 년 

떠오르는 올해의 교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상은 교사 경험이 5년 미만인 교사로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교사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Montgomery 카운티에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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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례회의에서 우수한 업적을 기념하게 됩니다. MCPS 올해의 교사상은 4월 25일 

(목) Germantown 에 있는 Black Rock Center for the Arts 에서 있을 행사에서 발표 

합니다. 

 

전 교육위원회 임원의 이름을 딴  Marian Greenblatt Fund는 학생들의 성취도에 좋은 

영향을 주고 젊은 교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돕는 교사에게 시상을 합니다. 올해의 교사 최종 후보자는 2,000불, 떠오르는 새 교사 

두 명에게는 1,000불을 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http://www.greenblatteducationfund.org/


올해의 상 최종 후보에 관해 알아봅시다. (링크를 클릭하여 기사를 봅시다)  

 

 

Montgomery 카운티는 인종 평등과 사회 정의에 관한 토론의 장을 개최합니다. 

 

Montgomery 카운티 정부는 3월 13일 인종 평등과 사회 정의에 관한 토론의 장을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Nancy Navarro 몽고메리 의회 의장과 Marc Elrich 몽고메리 

카운티 군수가 공동 주최합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고 있습니다. 인종 평등이 

왜 중요한가요? 인종 불평등의 영향을 받고 있나요? 인종 평등과 사회 정의 육성을 

위해 어떤 변화를 보고 싶은가요?  

 

이 행사는 Silver Spring Civic Building(1 Veterans Place, Silver Spring)에서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다음 전화로 전화합시다. (240-777-7832)  

 

추가 정보 
 

 

 프리킨더가든/Head Start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2020 학사 연도에 MCPS Prekindergarten/Head Start 프로그램에 자녀의 등록을 

원하는 학부모님은 3월 1일(금)부터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아동은 2019년 

9월 1일 자로 4세가 되어야 하며 가족은 수입혜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사항, 

등록 시간 및 장소, 필요 서류 등의 자세한 안내는 사무실 240-740-4530으로 전화 

합시다. 

 

 

MCPS 여름방학 인턴십 프로그램 Summer RISE 인턴 학생을 받을 기업, 사업체, 

정부기관, 비영리단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업, 사업체,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를 모집합니다. 2019년 Summer RISE 프로그램 

인턴 학생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Summer RISE 프로그램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의 11 학년과 

12 학년이 되는 학생들에게 여름방학 동안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커리어와 

진로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Summer RISE 프로그램은 교육적 학습의 

기회와 여러 커리어를 학생들이 체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ummer RISE 

https://www.youtube.com/watch?v=PkIJiojXQHc&feature=youtu.be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안내와 인턴을 받는 호스트 등록은 www.MCPS-

SummerRISE.org에서 받고 있습니다.  

 

 

2017-2018 학사연도 연차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8년 지역사회를 위한 연차 보고서 가 온라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위한 연차 보고서에는 2017-2018 학사연도의 하이라이트와 교육구에 변화를 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 교육구의 구성과 학생 학업 데이터, 

행정 운영 데이터와 MCPS 의 비젼과 미션을 이룩하기 위한 단계에 관해 설명해 

줍니다. 연차 보고서는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봅시다.  

 

 

나의 꿈꾸는 교실을 디자인하는 Design Your Dream Classroom 대회 마감일 3 월 

15일이 다가옵니다. 

United We Learn: 올해의 미래의 학교라는 주제의 작품 제출 마감일이 2주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의 경연대회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습공간을 디자인하도록 하고 물리적 

환경이 학생 개인의 학습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연대회는 2018년 11월에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그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교습공간의 사용 내역과 미래에 소망하는 학교와 

교실에 대한 기대에 부합한 것입니다. 설문조사에서 자주 거론된 항목에는 색, 조명, 

가구, 테크놀로지와 보안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우리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연대회는 학생들이 소망하는 

미래의 학습공간을 디자인할 때 설문조사에서 수렴된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경연대회의 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우리 교육구의 미래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칠 수 

도 있습니다. 마감일은 3월 15일(금)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자세한 설명은 비디오를 봅시다. 

 

 

Board of Education은 윤리분과의 공석을 채워줄 인재를 모집합니다.  

Montgomery County 교육 위원회는 5 명의 윤리분과 임원 중 한 명의 임원을 

모집합니다. 임기는 3 년이며 2019 년 7 월 1 일부터 시작됩니다.  본 직책은 

무보수직입니다.  

 

http://www.mcps-summerrise.org/
http://www.mcps-summerrise.org/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annualreport/2018/index.html.
https://montgomeryschoolsmd.org/events/unitedwelearn/
https://www.youtube.com/watch?v=gEPBLZIXbEU&feature=youtu.be


교육위원회 임원, 고용인, 교육위원회의 지휘권에 속해 있는 사업기관의 직원이나 

그 배우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분과 위원회는 일 년에 1회 재산공개양식의 

승인을 위해 모이며 자문과 의견이 필요한 요청이나 문제제시가 있을 경우 모이게 

됩니다.  지원자는 관심을 표명하는 참여 편지인 letter of interest와 이력서를 2019년 

5 월 13 일(월) 오후 5 시까지 제출합시다. 지명은 6 월의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온라인을 통해 봅시다.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press/index.aspx?pagetype=showrelease&id=8300&type=current&startYear=&pageNumber=&mode=
file:///C:/Users/mina/Downloads/온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