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31일, 퀵노트 뉴스레터 

 

MCPS Smith 교육감은 2020년 자본 예산 및 CIP(Capital Improvement Program) 

개정안과 Clarksburg 신설 초등학교의 분계선에 관한 교육구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감 Jack R. Smith 박사는 입학 증가와 학교의 보안, 그리고 대학 진학 및 

직업 준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의 확대를 위해 채택된 회계년도 (FY) 2019-

2024의 자본 개선 프로그램에 대하여 약간의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18억1천500만 달러의 권고안은 승인 된 6개년 CIP보다 3천760만 달러가 증가한 

것입니다. 수정 된 CIP에는 2020년 지출 권고안 3억2천433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이는 승인된 2020년 지출 3억836만 달러보다 1천597만 달러 

증가한 것입니다. 

 

입학 증가 관리  

 

2018-2019 학년도 예비 등록자는 16만3천123명으로 2017-2018 학년도보다 

1천577명 학생수가 증가했습니다. 2009-2010 학년도 이후, MCPS 등록은 

2만1천346명의 학생이 증가했습니다. 2024-2025 학년도의 MCPS 등록은 

1만1천199명의 학생이 증가하여 17만4천322명의 학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성장에 부응하기 위해 CIP에는 Highland View, Lake Seneca 및 Thurgood 

Marshall 초등학교의 추가 증축 계획을 위한 수정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자본 개선 프로그램에서 결정 된 프로젝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http://gis.mcpsmd.org/cipmasterpdfs/Supplement_B_Amended_FY2019-2024.pdf
http://gis.mcpsmd.org/cipmasterpdfs/Supplement_B_Amended_FY2019-2024.pdf


학교 보안 강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은 MCPS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학교 보안 유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Smith 교육감은 기존 보안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기술 

업그레이드를 하고 현재 이러한 기능이 없는 학교의 안전한 입구 및 안내 건물을 

제공하기 위해 2천8백만 달러의 추가 기금을 권장했습니다. 

 

직업 준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확대 

 

MCPS는 카운티 내 학생들의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진로 준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Silver Spring에 위치한 

Thomas Edison High School of Technology는 현재 카운티의 유일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업카운티에 사는 학생들이 가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업카운티 진로 프로그램에 더 많은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스미스 교육감은 

Seneca Valley 고등학교 재생/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자금을 제안하여 진로 

프로그램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스 보도내용 읽기 

 

겨울 코트 나누어 주기 운동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프리 킨더가든/Head Start 프로그램은 새 겨울 코트의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모자, 장갑과 같은 겨울 용품과 함께 5, 6, 7 사이즈의 소년 소녀용 코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금 기부도 환영합니다. 기부는 Rocking Horse Road 

Center(주소: 4910 Macon Road, Room 141, Rockville, MD 20852)에서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Lisa Conlon씨 (240-740-4530)에게 전화문의 합시다. 

 

STEM 페스티벌 쇼케이스에 MCPS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와 교육 파트너는 11월 10일 토요일 STEM 

페스티벌 쇼케이스에서 초, 중, 고등학교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 과목의 

직접 체험 활동과 시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press/index.aspx?pagetype=showrelease&id=8234&type=&startYear=&pageNumber=&mode=
mailto:Lisa_W_Conlon@mcpsmd.org


2시까지 Northwood 고등학교(919 University Blvd. West, Silver Spring)에서 

열립니다. 이 가족 친화적인 행사는 무료이며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STEM 페스티벌 쇼케이스는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되는 Maryland 

STEM Festival의 일부입니다. Maryland STEM Festival은 차세대 STEM 

지도자들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MCPS 재단은 '모두가 존중받는 점심시간 캠페인(Dine With Dignity 

Campaign)'을 시작합니다. 

 

MCPS 재단(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Educational Foundation)은 

학생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인식을 높이고 기금 마련을 위해 10월 29일 학생 

식당에서 '모두가 존중받는 점심시간 캠페인(Dine with Dignity Campaign)'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MCPS에서 3만4천 개의 기존 학교 급식을 대안 학교 급식으로 바꿔 무료 

점심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고 계정 잔액이 마이너스 10달러 이상인 학생에게 

제공했습니다. 대안 식사는 점심을 살 돈이 없어서 친구들 앞에서 당황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단은 미지급 점심 식사 잔고를 정산하고 마이너스 계좌 잔고를 가진 

학생들이 기존의 점심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학부모는 자녀의 점심 계좌에서 미지불 금액을 갚거나 기부금을 내야 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존중받는 점심시간' 펀드가 지불합니다.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의 굶주림 문제에 대한 인식과 캠페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재단은 스타 벅스의 도움을 얻었으며 12월 2일까지 Dine with 

Dignity 캠페인에 대한 메시지가 Montgomery County Starbucks 46개 장소의 

커피점 테이블과 컨디먼트가 배치되어 있는 바/테이블에 표시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좀더 알아보고 오늘 바로 기부합시다.www.mcpsfoundation.org/dine206. 

 

 

여러분의 의견은 학부모 포털 사이트에서 나눠 주세요.  

MCPS는 새로운 학생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의견 제안 신청(RFP)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는 새로운 학부모/학생 포털 사이트가 

포함됩니다. 교육구는 학부모로부터 온라인 학부모 포털 사이트 사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http://marylandstemfestival.org/
http://marylandstemfestival.org/
https://www.mcpsfoundation.org/file/documents/dine-with-dignity/0442.19_DinewithDignityTable_TENTCARD.pdf
https://www.mcpsfoundation.org/file/documents/dine-with-dignity/0456.19_DinewithDignityCondiment_TENTCARD.pdf
https://www.mcpsfoundation.org/dine206


 어카운트 만들기와 관리 

 스케줄, 성적, 출결석 및 시험 점수 확인 

 학교/교사가 올린 내용 확인 

 온라인으로 중요 양식 작성 

 휴대 전화 앱 선택  

설문지를 완성해 주십시오. 

 

 

새 익명의 팁 라인 제공  

 

Safe Schools Maryland Tip Line은 학생의 안전 및 행복에 대한 위협을 보고하는 

익명의 보고 시스템입니다. 

 

메릴랜드 전역의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수진, 직원 및 커뮤니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공유하기 위해 이 익명의 앱 및 웹 기반보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위기 

 학교폭력-괴롭힘, 왕따 

 학교와 지역 사회 폭력 

 마약 행위 

 학대 

 희롱 

 메릴랜드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다른 문제들 

 

 

Safe Schools Maryland Tip Line은 유해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돕는 도구입니다. Safe Schools Maryland Tip Line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모드를 사용하여 메릴랜드 시민들에게 학생들을 위한 준비, 

예방 및 학교 안전 문화를 창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염려되는 점이나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것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은 

safeschoolsmd.org/를 보십시오. 

 

MCPS는 교육 행정 예산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pIgOjomj77hCltBQDYokS4LtCQGLgsyjyPF5OpZzcqQi1uA/viewform
http://safeschoolsmd.org/


MCPS는 2020 회계연도에 교육구 예산에 대한 여러분의 우선순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구 학생 모두의 학습 성과와 미래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전략, 

프로그램, 노력이 효율적 또는 비효율적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설문조사를 작성하셔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 주십시오. MCPS는 이 

설문조사의 의견을 예산을 만들어 갈때 참조 가이드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https://mcpsweb.wufoo.com/forms/mbvxc5f1deuqf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