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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가 2019 회계연도 교육예산, 25억 9천만 불을 승인하였습니다.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MCPS 2019 회계연도 행정 예산으로 25억 9천 만 
불을 2월 26일 승인하였습니다. 현 예산보다 7,2900만 불 증가한 이 예산은 급격히 
증가하는 학생을 관리하고 모든 MCPS 학생의 뛰어난 성취에 필요한 기초와 구조의 
구성을 위한 투자로 쓰여집니다. 

인상된 72.96만 불의 대부분은 증가한 학생 수에 맞추어 현재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쓰여집니다. 이 추천안에는 교육구의 현재와 미래에의 노력의 로드맵을 
명확하게 해주는 업무의 주요 모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는 전략적 
촉진을 연장하고 적용하기위한 1,612 만 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과 우주공학, 사이버 안전/보안, 소방과학과 구조, 법의 집행과 리더십 

등 새 커리어 준비 진로에의 안내 

 초등학교 양방 몰입교육 프로그램 두 초등학교 추가  

 컴퓨터 과학, 코딩과 로봇공학 과목의 확장 

 두 초등학교에서 2019년 7월부터 연장 학습 프로그램 실행 

 갱생/회복교육 프로그램 출범 

 대학 진로와 대학생 수준의 우수성과 성공을 이룩하는 프로그램인 College 

Tracks and Achieving Collegiate Excellence & Success(ACES)의 확장 

 중, 조기 대학 프로그램의 확대 
 



교육위원회 예산요청은 심사를 위해 Montgomery 카운티 군수와 의회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카운티 군수는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을 3 월 15 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Montgomery 카운티 의회는 카운티 예산에 관한 공청회를 월 최종 예산승인을 
결정하기 전인 4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요청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MCPS 행정예산 웹사이트를 봅시다. 

 
 
여러분의 의견을 카운티 교육 예산 회의에서  나눕시다. 

학부모님과 커뮤니티 여러분을 Montgomery 카운티 의회 임원 Craig Rice씨와 MCPS 
교육위원회 Jack Smith 교육감, Montgomery College 총장 DeRionne Pollard 씨가 
개최하는 3번의 교육예산에 관한 회의가 2월에 이어 3월에 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참석자는 예산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카운티가 2019 회계연도와 앞으로를 
위해 오늘 준비하고 이루어 나아가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며 예산 결정에 
영향을 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카운티 시민들에게 제공합니다. 

회의는 오후 6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다음 장소에서 있습니다. 

 3월 7일: John F. Kennedy High School, 1901 Randolph Road, Silver Spring 
 3월 14일: Robert Frost Middle School, 9201 Scott Dr., Rockville 
 3 월 19 일: White Oak Middle School, 12201 New Hampshire Avenue, Silver 

Spring 

카운티 군수는 2019 회계연도 행정 예산안을 3 월에 발표합니다. 4 월에 카운티 
의회는 공청회를 갖고 5월에 예산을 승인하게 됩니다. 

3월 5일부터 시작되는 Prekindergarten/Head Start 등록 

2018-2019 학사 연도에 MCPS Prekindergarten/Head Start 프로그램에 자녀의 등록을 
원하는 학부모님은 3월 5일(월)부터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아동은 2018년 
9월 1일 자로 4세가 되어야 하며 가족은 수입혜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사항, 등록 시간 및 장소, 필요 서류 등의 자세한 안내는 사무실 301-230-
0676으로 전화하시거나 MCPS 웹사이트를 봅시다. 

Prekindergarten/Head Start 등록 

 



교육구 2016-2017년 연차 보고서 웹사이트 
 
몽고메리 교육구 2016-2017년 연차 보고서 웹사이트가 한국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의 미션은 모든 학생이 대학 및 직업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학습 및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과 사회적 정서적 기량을 
갖추도록하는 것입니다. MCPS는 매해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 학생들에게 높은 학업 
수준의 교습과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교육적 자원과 
안전한 학습환경과 또한, 그 외의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 년 연차 
보고서는 2016-2017 학사연도의 주요 업무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 연차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2017 학사연도의 하이라이트 

MCPS 인구분포 일람 

학생의 성과와 졸업 데이터 

행정 및 도시계획 예산 정보 
 
웹사이트로 우리 교육구와 학교에 관해 알아봅시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annualreport/2017/MCPS-Annual-Report-2017-
Korean.html 
 
 
 
나비앙스: 대학과 진로 계획을 돕는 웹사이트 
 
MCPS 학부모 아카데미가 3 월 7 일(수) Albert Einstein 고등학교에서 "네비앙스 
(Naviance ) 이해하기"라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네비앙스는 학생이 대학 계획과 진로 목적 성취를 돕는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웹사이트 도구로 학부모님도 자녀의 대학과 진로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장점과 재능을 발견하고 진로와 대학 옵션을 알아보며 자신의 목표에 
필요한 고등학교 과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대학웹사이트와 자신의 
학교에서의 진로율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CPS 학생은 중고등학교에서 분기별로 네비앙스 레슷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학교 카운슬러나 진학 및 진로 담당자(college and career information 
coordinator)에게 문의하시고 한국어로의 도움은 mina_choi@mcpsmd.org 로 
문의합시다. 
 
나비앙스 웹사이트 
 
 
 
기타 안내: 
우리 교육구의 소식은 몽고메리 교육구 웹사이트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 
오른쪽 위의 한국어를 클릭하셔서 ‘뉴스’와 ‘아시나요’를 봅시다. 
 
 
한국어 웨크숍은 4월 14일(목) 포토맥 후버중학교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다음 퀵노트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