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12 월 17 일 퀵노트 워크숍

12 월 18 일 2020 회계연도 교육예산을 웹에서 발표합니다.
12 월 18 일 오후 6 시 30 분, Jack R. Smith 교육감이 개최하는 웹 환경에서의 커뮤니티
대화의 장에서 2020 회계연도 교육예산안을 발표합니다. 이 예산안 발표에는 MCPS
교직원과 Smith 교육감은 커뮤니티의 질문에 라이브로 답하는 웹 라이브
질의문답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관한 궁금한 점은 온라인으로 제출
또는 724-990-8433 에 문자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안 발표는 또한, Comcast
채널 34, Verizon FIOS 채널 36, and RCN 채널 88 그리고 MCPS 웹사이트:
https://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budget/fy2018/live.aspx 를 통해서 생방
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감 Smith 박사는 2020 회계연도 교육 운영 예산안의 전체 틀을 12 월 4 일
교육위원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감의 예산은 학생의 교실과 학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는 프로그램 향상, 강력한 학업과 커리어 기회의 제공
높이기, 연장학습, 언어/외국어의 기회 제공, 신체, 사회, 정신 건강에 대한 초점,
효과적이며 다양한 업무환경의 유지와 고용, 우수한 행정업무의 강화 등의 중요한
업무와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천 예산안에는 학습, 교육적 책무와 결과, 인적자원, 행정에서의 우수성, 커뮤니티
파트너십과 연계, 교습과 학습의 향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 회계연도 교육운영 예산 결정의 시간표 다음과 같습니다:
2018 년 12 월 18 일: 교육감의 2020 회계연도 예산안 웹발표
2018 년 12 월 중순-2019 년 1 월초: 교육 운영 예산안에의 공청회 등록 신청
2019 년 1 월 9 일, 14 일:교육 운영 예산안 공청회
2019 년 1 월 17 일와 24 일:운영 예산 행정 토론회

2019 년 2 월 12 일: 교육위원회의 교육 운영 추천 예산안에의 결정
교육 운영 예산안의 절차와 공청회 등의 참여에 관한 정보를 봅시다.
2020 회계연도 예산안 가이드를 봅시다.

겨울방학 동안 Student Service Learning Hours(봉사학습시간)를 취득합시다.
겨울방학은 봉사학습 활동에 참여하고 SSL(봉사학습시간)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은 무료 음식제공 기관이나 지역 공원청소, 옷이나 음식
수거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MCPS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75 시간의 SSL 활동을 이수해야 합니다.
MCPS 가 사전인가한 다양한 MCPS SSL 시간 취득가능 기관과 기회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학기 성적 산출일 전에 봉사한 학습봉사시간은 2019 년 1 월 4 일(금)
까지 SSL 담당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학생봉사 학습 시간

MCPS 가 Critical Impact Aid Grants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웁시다.
Impact Aid 프로그램과 그랜트 기금은 연방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학생을 돕기 위해
조성된 지역 학교와 교육구를 돕는 기금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기금은
MCPS 의 일반 행정 예산이 되어 교습활동을 돕습니다. 연방정부의 재정원조인
Impact Aid 예산을 받으려면, MCPS 학부모/후견인 중, 현역인 연방정부 군인, 소방,
경찰 직원, 연방정부 소유지에서 근무자, 연방정부 주택과 공영주택 거주자, 외국
정부 소속 군인의 수를 알아야 합니다. MCPS 는 교육구 모든 가정에 배부된
연방정부 재정원조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해당자 수를 확인합니다. 가정의 취학 연령
아동마다 한 부씩, 가능한 빨리 설문조사를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설문지 MCPS
웹사이트에도 있습니다. MCPS 의 모든 학생이 우수한 교육을 받도록 돕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공평하게 받기위해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MCPS Division of the Controller (301-279-3230)로 문의합시다.

고등학생은 Junior Achievement 에세이 콘테스트에 응모합시다.

2019 Junior Achievement 에세이 경연대회가 12 월 15 일부터 시작합니다. 고등학생은
2019 년 2 월 15 일까지 지원서와 1,000-1,500 단어의 에세이를 제출합시다.
올해의 주제는
"고등학교에서의 어떠한 경험이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What would make your high school experience more relevant to your
future?)” 입니다.
제출된 작품은 창의성과 독창성, 설득력, 문법과 스펠링, 주제에 대한 이해도,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적절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최우수 작은 20,000 불을
1, 2, 3 등은 각각 10,000 불을 받게 됩니다.
추가 정보

12 월 21 일 금요일 수업을 마지막으로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겨울방학은 12 월 24 일(월)부터 1 월 1 일(화)까지입니다. 개학일은 1 월 2 일(수)
입니다. 즐거운 겨울방학과 연말연시되시고 2019 년 새해 뉴스레터로 뵙겠습니다.

1 월 워크숍 안내: 한국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 1 월 24 일(목) 오후 6 시
Hoover 중학교에서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