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6 월 제 1 호 퀵노트 뉴스레터
교육위원회는 2019 년도 교육예산 26 억 불을 승인하였습니다.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는 지난 화요일(6 월 12 일) 만장일치로 2019 학사연
도 교육구 행정예산, 25 억 불을 승인하였습니다. 승인된 예산은 MCPS 의 현 회계
연도 예산안보다 7,720 만 불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필요를 충족하고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학생 모두가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분야에의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상된 77.2 만 불의 대부분은 증가한 학생 수에 따른 필요를 충족하고 행정적 기능을
향상하며 교육구 전략/방법적 우선순위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산에는 1,882 명의 증가한 학생들을 위한 도움을 위한 1,700 만 불과 201.96 명의
교사와 교직원 충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MCPS 는 2018 년 9 월 새롭게 여는
Bayard Rustin 초등학교를 포함한 추가 학습공간 증축이 증가한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610 만 불의 예산 증가와 연장 프로그램과 업무 주요분야에의 20.4 명 인원 증가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항공과 우주공학, 사이버 안전/보안, 소방과학과 구조, 법의 집행과 리더십을
포함한 새 커리어 준비 진로의 소개
초등학교 양방 몰입교육 프로그램 두 초등학교 추가.
컴퓨터 과학, 코딩과 로봇공학 과목의 확장.
두 초등학교에서 2019 년 7 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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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 조기 대학 프로그램의 확대
행정 예산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학생들을 위해 여름에 제공되는 무료 급식
다양한 여름학교 또는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Montgomery County 여름
급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급식이 제공됩니다. 이는 아침과 점심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여름 방학 동안에도 저소득층 학생이 영양가있는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무료 급식이 카운티 전역 약 120 개의 장소에서 6 월 18 일부터 제공하게 됩니다.
(장소에 따라 제공 날짜가 다릅니다) 18 세 이하의 학생에게 제공되며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21 세 이하의 학생들에게도 제공됩니다.
또한, Kennedy 고등학교, Germantown

도서관, Forest Oak, Francis Scott Key, Col. E.

Brooke Lee 중학교, Montgomery Knolls, Harmony Hills, Lake Seneca, Fairland, Viers Mill
초등학교 등 카운티 내의 11 군데에서 18 세 미만의 학생이 예약없이 직접 방문할 경우,

점심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소와 급식 제공 시간은 이곳을 클립합시다.
자세한 안내는 Division of Food and Nutrition Services(301-284-4900)로 전화합시다.
2018-2019 학사연도 예방접종 요건
2018-2019 학사연도에 7 학년 또는 8 학년이 되는 모든 MCPS 학생은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Tetanus-diphtheria-acellular pertussis-Tdap)와 뇌척수막염균
(Meningococcal-MCV4) 예방접종을 학교 시작 전에 받아야 합니다. 또한, MCPS 에
전학 온 8 학년부터 11 학년까지의 모든 학생은 1 회의 Tdap 와 MCV4 를 접종해야
합니다. 학생은 Tdap 와 MCV4 예방접종 확인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부모님은 자녀의 담당의에게 학교 시작 전 예방접종을 받고 사본을 학교
보건실(학교 간호사)에게 가능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2019 학사연도
개학일인 9 월 4 일(화)을 넘기면 안 됩니다.

여름방학은 독서를 할 좋은 기회입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Libraries (MCPL)은 6 월 9 일부터 9 월 9 일까지 있을 여름
독서 프로그램에 아동과 청소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신나는
도서관(Libraries Rock)"입니다. 음악과 신나는 프로그램, 즐거운 활동으로 가득찬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학습활동, 게임, 도서 목록, 즐거운 교육행사 등 여름방학동안 신나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활동은 마친 참가자를 위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이 남았을 경우) 참가자는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읽은 책을 확인하거나 온라인으로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은 온라인과 MCPL
도서관에서 6 월 1 일부터 받습니다. 학년에 따른 추천 도서목록은 이곳을 봅시다.
MCPS 졸업생의 목소리를 들어봅시다.
11,000 명 이상의 MCPS 학생이 5 월 29 일부터 6 월 8 일까지 MCPS 를 졸업식에
참석하여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MCPS 는 2018 년 졸업생을 이야기를 담은 비디오를 준비하였습니다. 교육구
웹사이트에 준비된 이 비디오를 통해 졸업생들은 MCPS 에서의 추억과 자신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를 전합니다. 2018 년도 졸업생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MCPS 졸업생 인터뷰

자녀 교육에 관한 문의는 교육청 한국어 웹사이트 아래의 기타 연락처 및 문의의
이메일로 문의합시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