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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line Hanington 선생님이 MCPS 올해의 교사로 선정되었습니다. 

 

Hallie Wells 중학교 교사인 Madeline Hanington 선생님이 우수한 교육자를 기념 

하는 행사인 2019-2020 년도 제 17 회 annual Champions for Children Awards 

Celebration에서 올해의 교사상을 받았습니다. 

 

Hanington 선생님은 Hallie Wells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며 영어 교재 전문가입니다. 

선생님은 2016년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Hanington 선생님은 Maryland 의 "올해의 교사" 선발에 도전하게 됩니다. 영어를 

외국어 공부로 시작하여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선생님의 교습 방법은 

다이나믹하고 창의적이며 도전적이지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선생님의 효과적인 

교습을 보여주는 데이터 선생님은 학업 보충 프로그램(Academic intervention 

programs)을 만들고 적용하여  Maryland 평가시험인 Maryland State Assessment 를 

최소한 5% 이상 향상 시켰습니다. 2011 Milken 교육자 상을 수상한 Hanington 

선생님은 학교 영어 교사들의 맨토일 뿐만이 아니라 Hallie Wells 중학교 외의 교사 

및 교직원들에게도 도움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Junior National 

Honor Society의 공동 스폰서이며 여학생이 최고의 가능성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인 Lady Scholars 프로그램도 스폰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Cabin John 중학교, Lakelands Park 중학교 Gaithersburg 

중학교에서 학교에서도 근무하셨습니다.  

 

Hanington 선생님은 Burning Tree 초등학교 Maura Backenstoe 킨더가든 선생님, 

Clarksburg 고등학교 Teak Bassett 사회 선생님과 함께 올해의 교사 최종 우승자 3명 

중 한 명입니다. Marian Greenblatt Education Fund 에서 최종 선발자를 발표 

하였습니다. 

 



여러 MCPS 교직원과 지역사회원이 Germantown, BlackRock Center for Arts에서 있던 

Champions for Children 행사에서 그들의 우수성과 헌신에 대한 표창을 받았습니다. 

세 후보자: 

 

 Einstein 고등학교 기악 선생님인 Brendan Kelly 선생님이 Greenblatt 

떠오르는 올해의 새 교사상 수상. 

 Gaithersburg 중학교 STEM 교사인 Virginia Pantella 선생님이 Greenblatt 

떠오르는 올해의 새 교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South Lake 초등학교의 Celeste King 교장 선생님이 Dr. Edward Shirley 박사 

우수 교육 행정과 지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Wheaton 고등학교 영어 작문 보조교사인 Leslie Atkin 선생님이 올해의 직원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MCCPTA의 교육문제 부회장, Cynthia Simonson씨가 Volunteer Champion 

for Children를 수상하였습니다.  

 Strathmore가 Partner Champion for Children Award를 수상하였습니다.  

 

Champions for Children 행사는 후원자들의 진심어린 많은 후원을 통해 이루어 

졌습니다. 올해의 교사상을 수상한 모든 분은 Greenblatt Educational Fund 로 부터 

$2000를 수여받게 됩니다. MCPS 올해의 교사인 Hanington 선생님은 Fitzgerald에서 

자동차를 무료로 1년 대여 받게 됩니다.  
 

겨울 비상 날씨에 따른 2018-2019 학사일정의 변경 안내 

겨울철 날씨에 따라 MCPS 는 휴교를 4 일하였습니다. 2018-2019 MCPS 

학사일정에는 182 일의 교습일과 Maryland 주에서 요구한 비상시 휴교일 2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MCPS는 메릴랜드주가 요구하는 교습일의 

충족을 위하여 이틀의 교습일을 추가해야 합니다. MCPS 의 모든 학교는 이번 

학사연도 최종 수업일을 2019 년 6 월 14 일로 연장하고 또한 교사 연수의 날로 

휴일이었던 6월 5일에 학교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수업일인 6월 14일은 

반나절 수업으로 조기하교 합니다. 

학사일정 

 

 

졸업식이 5월 24일부터 시작합니다. 

2019 고등학교 졸업 시즌은 5 월 24(금)부터 6 월 13 일(목)까지입니다. DAR 

Constitution Hall 에서 있을 졸업식은 DAR 의 승인하에 DAR 웹사이트에서 

생방송으로 방송됩니다.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calendar/
https://www.dar.org/constitution-hall/watch-graduation-live-stream
https://www.dar.org/constitution-hall/watch-graduation-live-stream


MCPS는 자녀들의 졸업사진을 모집합니다. 학부모님은 자녀의 제일 잘 나온 사진을 

고른후 이메일 pio@mcpsmd.org 로 보내주세요. 많은 사진이 MCPS 웹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은 트위터(#mcpsgrad)를 통해서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구 소셜미디어에 올리신 여러 사진도 리포스트하겠습니다.  

 

이메일로의 사진 접수는 다음의 간단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가로로 찍은 사진 중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합니다. 

 사진을 jpeg 파일(4메가 이내 사이즈)로 줄인 후,  pio@mcpsmd.org로 이메일해 

주세요. 

 이메일하실 때 자녀의 이름과 학교 이름을 기재해서 보내주세요. (게재 시 학생의 

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진은 보내시는 것으로 MCPS 웹사이트에 자녀의 사진 게재를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질문은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and Web Services 전화 240-

740-2837 또는 이메일 pio@mcpsmd.org로 문의합시다. 

 

 졸업식 일정과 장소 

 

 

5월 8일 Wootton 고등학교에서 있을 과학 설명회의 밤 

학부모와 학생 모두를 Advanced Placement (AP)와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과목를 포함한 고등학교에서의 주요 과학 선택 과목에 관해 알아보는 과학 설명회의 

밤에 초대합니다. 이 행사는 Wotton 고등학교에서 5월 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 분까지 진행됩니다. 행사는 MCPS 와 MCCPTA 가 함께 후원합니다. 행사에서 

학부모님은 다음의 정보를 얻게 됩니다. 

 

 9학년-12학년을 위한 모든 고등학교 주요 과학 과목-옵션 Advanced Placement 

(AP)와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과목 포함 

 대학 진학과 취업, 커리어 진로 준비 프그램을 포함한 새로운 과학 과목 

진로와 기존의 과학 과목 진로 

 메릴랜드 과학 평가시험(Maryland Integrated Science Assessment-MISA)에 

관한 고등학교 졸업 요건 

 Maryland와 MCPS에서의 차세대 과학 기준(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NGSS) 

탁아서비스와 통역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안내와 참가여부는 이곳을 

클릭합시다. 

 

mailto:pio@mcpsmd.org
mailto:pio@mcpsmd.org
mailto:pio@mcpsmd.org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info/graduation/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info/graduation/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ublicinfo/hssciencenight/


MCPS의 초등학교 수학과 영어/언어영역 커리큘럼에 관한 정보의 밤  

MCPS는 모든 학생의 높은 수준을 돕기 위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영어/언어영역 

(ELA)와 수학 교습과 학습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시작하였습니다. MCPS 교직원과 

새로 선발된 교재 제공 기관이 제공하는 우리 학교의 새 커리큘럼과 교재 적용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수학과 영어/언어영역(ELA) 중학교 커리큘럼에 관한 프리젠 

테이션과 참석한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는 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명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5월 21일(화) 

시간: 오후 7시–9시  

장소: Paint Branch 고등학교 

  

2019년 5월 22일(수) 

시간: 오후 7시–9시  

장소: Gaithersburg 고등학교 

 

2019년 23월 5일(목) 

시간: 오후 7시–9시 

장소: Rock Terrace 학교 

 

자세한 안내와 참석 여부(RSVP)는 웹사이트 를 봅시다. 
 

 

Nathaniel Tinbite 학생이 새 교육위원회 학생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John F. Kennedy 고등학교 11 학년 학생인 Nathaniel Tinbite 학생이 2019-2020 

학사연도 교육위원회 학생 의원(SMOB)으로 당선되었습니다. Tinbite 학생의 임기는 

2019 년 7 월 1 일부터입니다.  모든 중고등학생이 SMOB 투표를 할 수 있으며 

85.19%가 투표를 하였습니다. Tinbite 학생은 74%의 표를 얻어 26%를 얻은 

Clarksburg 고등학교 Zoe Tishaev 학생을 누루고 학생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Tinbite 학생은 Montgomery County Regional (MCR) Student Government Association 

(SGA)의 회장으로 있으며 MoCo for Change 창설자입니다. MCR 의 부회장과 

Matthew Post 전 SMOB 학생의원의 스탭 대표이었습니다.  

 

SMOB 는 교육위원회에서의 투표권이 있는 학생의원입니다. 학생의원은 학교 

재건축, 행정관련 예산, 학교휴교, 학교재개 학군 등 선택적인 안건에 투표를 할 수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ublicinfo/community/school-year-2018-2019/parent-info-nights/elementary-english-math.html


있습니다. SMOB, 학생의원은 부정적인 인사처리사항에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학생의원은 수당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사회 어너 과목 1학점 인정과 학생 봉사 학습 

시간 그리고 5,000달러의 대학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Tinbite 학생은 6 월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현 학생의장인 

Ananya Tadikonda 학생의 후임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학생의장  웹사이트를 봅시다. 

 

 

Gaithersburg Book 페스티벌에 참석합시다. 

2019 Gaithersburg Book 페스티벌이 5월 18일 토요일 Gaithersburg City Hall (31 S. 

Summit Avenue, Gaithersburg)에서 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모든 연령의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작가와의 시간 등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다수의 MCPS 커뮤니티 맴버들이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며, Children’s Village에서는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워크숍과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작가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참석하는 아동과 청소년 작가 중 일부를 

소개하자면, Zeno Alexander씨, Fred Bowen씨, Amy Ewing씨, Jessica Day George씨 

그리고 Monica Hesse씨 등입니다. 또한 글쓰기 워크숍은 서스펜스를 구성하는 방법, 

스페인어로 창의적인 글쓰기, 일기 쓰기 등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웹사이트를 봅시다.  

www.gaithersburgbookfestival.org 

 

 

2019 고등학교 커리어 준비를 위한 여름방학 캠프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MCPS 8학년 학생을 올여름, 고등학교 커리어 준비 캠프에 초대합니다. 참석하는 

학생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커리어에 관하여 알아보고 자신의 커리어 목표와 

관심을 MCPS 에 있는 커리어 아카데미와 고등학교 프로그램과 맞추어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캠프는 건축, 자동차부터 사이버 보안, 스파 서비스, 건설의 기초와 

컴퓨터의 관리와 수리를 포함하는 6 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캠프는 

7월 15일주처 8월 2일까지 Thomas Edison High School of Technology에서 오전 8시 

15분부터 오후 1시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와 등록은 웹사이트 를 봅시다. 

 

여름준비 캠프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tudent-leadership/
http://www.gaithersburgbookfestival.org/
http://tinyurl.com/y5sdm535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B0eLzFaWt7wd7d9JGmxjcZTT21yh3HjE4ezk9nFdEc/edit


5월 18일에 있을 LGBTQIA 포럼 

MCPS 가 MCCPTA 와 커뮤니티 파트너와 함께   5 월 18 일 LGBTQIA 를 돕고 

다양함을 돕고 강화하는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 포럼은 오전 9 시부터 12 시까지 

Thomas S. Wootton 고등학교에서 있습니다. 

 https://mcpsweb.wufoo.com/forms/lgbtqia-rsvp-form/ 
 

https://mcpsweb.wufoo.com/forms/lgbtqia-rsvp-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