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5일 퀵노트 뉴스레터 

 

 

교육구 학군 경계선을 분석하는 첫 단계가 시작됩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교육구를 위하여 교육구 외의 WXY 

전문가가 MCPS 학군의 경계선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는 분석적인 검토 

제 1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WXY는 학교시설의 수용력과 실재의 사용 여부, 인구 

통계적인 면의 학생구성, 지정 학교와 등하교 패턴과 같은 여러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중요점: 이 과정은 분석에 대한 평가와 지역사회의 참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학군 경계선에 대한 가능한 개정안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교육구 학군 경계선 분석 웹페이지를 봅시다. 

이 절차의 일단계에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11월 중순에 시작하는 참여 활동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현재의 

학군 경계선이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뿐만 아니라 염려되는 점도 알리어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장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단계의 첫 번째 지역사회 참여 활동은 11 월 18 일 월요일에 열리는 교육구의 

공청회입니다. 이 공청회는 850 Hungerford Dr. in Rockville에 있는 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에서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공청회에서 발표를 원하시는 지역사회 

여러분은 온라인에서 등록합시다. 

지역 미팅은 12월 4일에 시작하여 1월 중순까지 열립니다. 앞으로 있을 미팅에 대한 

날짜와 장소 등의 자세한 내용은 교육구 학군 경계선 분석 웹페이지를 방문합시다.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ublicinfo/boundary-analysis/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3Cq6C9c08s8sup_gZCRDx2kRGOTF1XNk7SErCmUb1SYygEg/viewform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ublicinfo/boundary-analysis/


배경 

 지난 20년 동안, MCPS의 등록 학생 수는 30,0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는 

MCPS가 미국 내에서 가장 크고 다양성을 가진 학군으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설 설비는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가 

직면한 학생 수용량의 초과와 공평과 우수에 지속적인 포커스를 두는 MCPS의 주요 

가치인 학습, 관계, 존중, 우수와 공평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는 우수한 시설을 공급하기 위하여 교육구는 현재의 학군 경계선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CIP와 학군 경계선에 관한 교육 위원회의 공청회가 열립니다. 

 

교육 위원회는 2021 년도의 예산과 2021-2026 년도의 시설 증축과 개선 

프로그램(CIP)과 학군경계선 연구에 관한 여러 번의 공청회가 11 월에 열립니다. 

모든 청문회는 850 Hungerford Dr. in Rockville에 있는 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 auditorium에서 열립니다. 

 

 Jack R. Smith 교육감은 10월 25일, 2021년도의 예산과 2021-2026년도의 시설 증축 

과 개선 프로그램(CIP)에 대한 18억 2천만 불의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공청회는 아래의 스케줄에 따라 진행합니다:(스케줄은 날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변경사항을 확인합시다.) 

 

 11월 5일, 화요일 오후 6시, CIP에 관한 일반적 토론 

 

 11 월 7 일, 목요일 오후 6 시, CIP 에 관한 일반적 토론과 the Forest Knolls, 

Montgomery Knolls, Pine Crest 학군선 연구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6시, Clarksburg, Northwest and Seneca Valley 시설과 

학군선 연구 

  

의견을 내고 싶은 분은 교육위원회 사무실 240-740-3030 에서 등록하시거나 

교육위원회 웹페이지를 방문합시다. 

 

교육 위원회는 CIP 집중 세션을 11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제안된 CIP에 대한 책정은 11월 26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boe/about/mission.aspx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boe/about/mission.aspx
https://www.boarddocs.com/mabe/mcpsmd/Board.nsf/files/B8C2XD77A17C/$file/20190108%20ADOPTED%20Rev%20Boundary%20Assessment%20Study-FAA.pdf
http://gis.mcpsmd.org/cipmasterpdfs/CIP21_EntireBook.pdf
http://gis.mcpsmd.org/cipmasterpdfs/CIP21_EntireBook.pdf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boe/meetings/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boe/community/participation.aspx


6학년 이상의 학생을 위한 리더십 멘토링의 날 행사가 11월 23일에 있습니다. 

 

1일 리더십과 멘토링 행사가 Hoover 중학교(주소: 8810 Postoak Rd, Potomac, MD 20854) 

에서 11월 23일 (토) 오전 10시- 3시에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미래의 진로에 관해 학생들이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이 

행사는 각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학생 및 학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특히 식사시간은 전문가에게 직접 궁금한 

점을 물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시민연맹에서 개최하는 이 행사에는 의료, 교육, 재정, 음악, 미술, 정부 관련 다양한 

전문인이 함께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멘토링 신청은 이메일을 통해서 합시다.  

문의와 신청: (LOKAmentoring19@gmail.com)  

 

 

 

서포팅 서비스상에 대한 추천을 시작합니다. 

 

올해의 서포팅 서비스 직원상에 대한 추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상은 자신의 기본 

적인 일의 영역을 넘어서 헌신하며 학생의 학습 증진, 긍정적인 관계 조성, 학교나 

사무실에 주는 선한 영향력으로서 학생과 학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서포팅 서비스 

직원에게 부여하는 상입니다. 

 

 추천 대상은 MCPS 에서 3 년 이상 근무하였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서포팅 

직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학생, 직원과 지역 주민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는 

1,000불의 현금을 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마감일은 12월 19일(목) 오후 4시입니다.  

 

추천은 이곳을 클릭합시다.  

 

 

첫 번째 브라운과 블랙 포럼에 많은 분이 참여했습니다.  

 

The NAACP Parents’ Council and Identity, Inc.는 10 월 15 일에 Gaithersburg High 

School에서 교육적 공평과 우수성에 대한 브라운과 블랙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카운티의 교육 관계자, 브라운과 블랙의 교육적 공평 연합회의 지지자, 

그리고 그 밖의 지역 지도자들이 함께 브라운과 블랙 학생들이 개선된 교육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브라운과 블랙 포럼 

행사를 함께 봅시다.  

mailto:%20LOKAmentoring19@gmail.com
mailto:LOKAmentoring19@gmail.com
https://www.seiu500.org/mcps-employee-of-the-year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itv/mcpsspotlight/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itv/mcpsspotlight/


 

 

11월 13일에 열리는 청소년 타운홀 미팅에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Montgomery 카운티 위원회는 11월 13일에 Wheaton 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청소년 

타운홀 미팅에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이 미팅에서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위원회 의원들, 학생과 가족이 피자를 나누는 친교 프리 리셉션의 입장은 6 시에 

시작하며 미팅은 오후 7시에서 8시 30분까지 진행합니다.  

 

청소년 타운홀 미팅과 프리리셉션은 학생이 자신의 지역대표를 만나서 학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리 리셉션에서는 위원회 의원들이 학생 그리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학생들은 학생의 교육이나 학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공공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하여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미팅에서 학생은 여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참석한 학생은 서비스 학습시간(SSL)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팅은 몽고메리 카운티 케이블(CCM—Comcast: Channel 996, RCN: Channel 1056, 

Verizon: Channel 30)로 방송됩니다. 미팅은 또한, 페이스 북 라이브와 유튜브 

(FB.com/CountyCableMocodhk YouTube.com/CountyCableMoCo)으로 스트림됩니다. 

학생들은 소시얼 미디어 #MoCoYouth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40-777-7931으로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