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12 월 30 일 퀵노트 워크숍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에의 투자
Jack Smith 교육감은 2021 회계연도 예산으로 28 억 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교육구의 급격한 학생 수 증가를 돕고 학생의 능력을 펼칠 기회와 기회에의 접근을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2021 회계연도의 추천 행정 예산안은 202 회계연도보다
12,100 만 불(4.5%) 이상된 금액입니다.

교육감의 2021 회계연도 행정 예산안을 읽어봅시다.
교육감의 행정 예산안 시청하기
MCPS 는 미국에서 13 번째로 큰 교육구로 165,267 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으며 한
해에 2,587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2021 학사연도의 등록 예상 인원은
167,041 명입니다.
추천 예산안의 인상된 부분은 증가한 학생 수에 맞춘 현재 수준의 서비스 제공,
월급과 베네핏, 행정비용 증가를 충족하게 됩니다.
교육감의 추천예산은 또한 2,370 만 불의 업무의 전략적인 주요 모체의 확대와
적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ead Start 와 온종일 프리킨더가든의 확장
특수교육 학습에의 투자
커뮤니티 학교 시범학교를 위한 계획
추가 혁신 학사일정과 쌍방 몰입교육 학교의 평가와 준비
공평성과 혁신 예산 시작
언어를 접할 기회를 증대
더 높은 수준의 과목 학습제공을 위한 세 군데의 새 지역 IB 센터 개설
영어 학습자를 돕기 위한 투자 증대








정신건강을 돕는 직원을 증원하여 학생의 정신건강과 안녕을 보조
Seneca Valley 고등학교에 업카운티 커리어 준비 허브를 개설
항공 프로그램의 확장
대학 트랙 프로그램의 확장
언어와 STEM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도움 제공
모든 학생의 필요를 돕는 높은 수준의 다양성이 있는 교사의 유치,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춘 특화팀의 개설
 수업종이 울린 후의 학생의 안전을 확실히 하기 위한 새 학교 감독 구조
 안전담당 교직원의 추가배치

추천 행정 예산안의 하이라이트를 읽어 봅시다.
Smith 박사의 추천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산적 관심사와 이해 당사자들의
중요한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해 당사자는 몇 가지 예산 팀원으로 활동하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과 여러 지역 사회원으로서 특정 분야에 관한 필요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추천 예산은 MCPS 노조, 예산조정 위원회, 여러 교육구와 지역사회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2021 회계연도 교육 예산의 절차와 일정:





2019 년 12 월 중순-2020 년 1 월 초: 예산안에의 공청회 등록 신청
2020 년 1 월 13 일, 15 일: 교육위원회 운영 예산안 공청회 개최
2020 년 1 월 22 일과 28 일: 교육위원회 운영 예산 업무 토론회 개최
2020 년 2 월 10 일: 교육위원회 추천 예산안에의 결정
행정 예산안에의 의견제시는 이곳을 통해 신청합시다.

MCCPTA 가 건강과 웰빙 포럼을 1 월 11 일에 개최합니다.
Montgomery County Council of PTAs(MCCPTA)는 제 3 회 건강과 웰빙 포럼을 1 월
11 일(토) 오후 1 시-5 시 Earle B. Wood 중학교에서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초대손님의 기조연설과 함께, 다양한 리소스 페어와 다양한 주제로
준비된 소그룹 세션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소그룹 세션 주제의 예로는 십대
우울증, 스트레스와 불안, 전자담배, MCPS 에서의 LGBTQ, 마음챙김, 트라우마,
도움과 치료를 받는 방법,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정신건강문제, MCPS 리커버리

학교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의견을 나누는 토크백 세션은 4 시5 시입니다.
무료 정신건강 응급처치 트레이닝이 오전 8 시-오후 4 시에 있습니다. (무료입니다만
꼭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교장을 위한 워크숍, "How to Make School TraumaInformed"와 약물 남용의 경고 사인을 부모님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십대
방에서의 모의 상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등록합시다.
Wood 중학교는 14615 Bauer Dr., Rockville 에 있습니다.

시간을 비워둡시다: 과학의 밤이 1 월 21 일에 있습니다.
MCPS 와 Montgomery County Council of PTAs(MCCPTA)는 1 월 21 일 오후 6 시
30 분-8 시 30 분에 Gaithersburg 고등학교에서 과학의 밤을 개최합니다. (날씨로 인한
연기일:1 월 28 일)
이 행사를 통해 학부모님은 MCPS 교사들에게 과학의 기준과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준비된 세션입니다.
Gaithersburg 고등학교는 101 Education Blvd, Gaithersburg 에 있습니다.

제 4 회 연례 만화에 관한 박람회, 코믹 컨벤션이 1 월 18 일에 있습니다.
Montgomery 카운티 공립 도서관(MCPL)은 1 월 18 일 11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Silver
Spring 도서관에서 제 4 회 MoComCon, 즉 만화 등장인물의 복장을 하고 모이는
코믹콘을 개최합니다. (주소:900 Wayne Avenue in Silver Spring)
이 무료행사는 코믹 컨벤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베테랑 코믹 컨벤션 참가자뿐만
아니라 첫 참가자와 만화와 코믹에 관심이 있는 모든 연령을 초대합니다. 행사는
다양한 패널들과 워크숍, 프로그램, 전시, 출품자를 포함하며 코스프레의 기회도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곳을 봅시다.
행사에는:







슈퍼히어로가 들려주는 스토리 타임: 오전 10 시 30 분
코스튬 입기의 기초 코스튬 101, 오전 11 시 30 분-오후 12 시 30 분
슈퍼 아트 파이트, 오후 2 시-3 시
드레곤과 드레곤 전시, 비디오게임, 가상현실 오큘러스 리프트, 포켓몬
크라프트와 슈퍼 히어로 트레이닝 아카데미 등은 하루종일 운영됩니다.
최고의 코스프레를 뽑는 코스프레 대회는 3 시 30 분-4 시입니다.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초등학생을 위한 강화/선행 학습의 기회에 관해 알아 봅시다.
MCPS 는 4 학년과 5 학년이 되는 학생들에게 각 학교와 Centers for Enriched
Studies(CES) 프로그램을 통해 강화/선행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ES
프로그램은 영어 및 독해, 언어영역, 과학, 사회탐구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심화학습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9 개의 지역 센터와 4 개의
로컬 CES 사이트가 있으며 거주지에 따른 배치와 입학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을 봅시다.
3 학년 학생 학부모/후견인 여러분을 프로그램과 지원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임에 초대합니다. 정보 회의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MCPS 홈페이지를 통해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MCPS 웹사이트를 통해
프리젠테이션 비디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1 월 15 일 오후 6 시 Gaithersburg
고등학교(주소: 101 Education Blvd)에서 있습니다.
CES 절차에는 모든 3 학년 학생의 교육구 전체 평가와 검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화 학습과 촉진 학습의 필요를 보여주는 학생은 CES 프로그램 대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3 학년 학생으로, 평가 고려대상으로 선택되지 않았을 경우, 프로그램
평가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적표 데이터, 전국, 지역 평가시험, 학생의
의견 등 다양한 기준이 CES 프로그램 추천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모든
3 학년 학부모/후견인께 이 교육구 전체 검토 결과를 2020 년 2 월 초에 보내 드립니다.
시험은 2020 년 2 월 18 일-28 일 사이에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보게 됩니다. 학교는
시험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선발 결과는 4 월 초에 각 가정에 우송됩니다. CES
프로그램 중 하나에 추천대상이 된 3 학년 학생은 4 학년 때 해당 학교에 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를 보시거나 240-740-2540 로 연락합시다.

교육구 학군 경계선 분석에 관한 회의에 참석합시다.
MCPS 교육구 학군 경계 분석(Districtwide Boundary Analysis)은 학교 시설 사용,
수용력, 학생의 분포도, 학교 배정과 이동 형태 등 다양한 데이터적 관점을 분석하여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 의 종합적 평가를 제공하도록 디자인된
주도안입니다:





학교 시설 활용과 수용력
학생 분포
학교 배치
통학 패턴

이 주도안은 분석적 평가와 커뮤니티 연계 절차의 요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가능한 학군 경계 재검토를 위한 추천사항이 아닙니다.
이 평가의 일부인 지역 회의가 카운티에서 12 월과 1 월에 있습니다. 학군 경계 분석
절차와 기회와 문제점에 관해 의견을 제공하는 회의에 모든 Montgomery 카운티
주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교육구 여러 지역에서 예정된 회의는 모두 같은 내용을 같은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지역 회의는 교육구 분석이 왜 필요하며 무엇이 수반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의도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역 회의는 공청회가 아니며 토론하는 테이블 그룹 외에서의
발언기회는 없습니다.
커뮤니티 회의 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 년 1 월 7 일 화요일, 오후 7 시–9 시, Walter Johnson 고등학교 (6400 Rock
Spring Dr., Bethesda)
2020 년 1 월 11 일 토요일, 오전 10 시–12 시, Montgomery Blair 고등학교(51
University Blvd. East, Silver Spring)
2020 년 1 월 14 일 화요일, 오후 7 시-9 시, Northwest 고등학교 (13501 Richter Farm
Road, Germantown)

참석 여부를 이곳을 통해 알려주세요
자세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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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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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년 1 월
3 일(금)까지 SSL 담당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학생봉사 학습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