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12 월 10 일 퀵노트 워크숍
교육위원회가 2020-2021 학년도 학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교육 위원회는 2020-2021 년도 학사일정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학사연도 개학일은 2020 년 8 월 31 일(월)이며 마지막 수업일은 2021 년 6 월
16 일(수)입니다. 학사일정에는 182 일의 수업일과 10 일의 봄방학, 2 회의 교사
계획과 연수일, 로쉬 하샤나(Rosh Hashanah)와 같은 날인 행정 휴교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사일정 달력을 통해 모든 휴교와 조기 하교일을 확인합시다.
학사일정은 메릴랜드주법에 따라 요구되는 휴교일, 주 교육감의 지침에 따른
비상날씨 휴교의 보충일, Montgomery County Education Association 이 계약에 따라
요구하는 조기하교일이 포함됩니다.
추가 정보
교육위원회는 또한, Arcola 초등학교와 Roscoe Nix 초등학교를 위해 혁신적
학사일정을 승인하였습니다. 혁신적 학사일정에 해당하는 두 학교는 2020 년 7 월
6 일(월)이 개학일입니다.

학생 경연대회, "커뮤니케이션을 육성하는 테크놀로지 사용"
MCPS 는 제 4 회 United We Learn 학생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United
We Learn: 혁신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도전(Innovative Communication Challenge)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상호
소통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중고등학생은 Amazon Alexa 기능 (또는 이러한 기능 종류 모두)를 통해, 교육구의
중요 정보 제공, 의사소통의 한계를 극복, 가정과 학교 간의 유대를 강화, MCPS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를 나누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Alexa
기능은 목소리로 정보에 접근하거나 나눌 수 있는 기능입니다. 경연대회는 두
단계로 제공되며 우승한 학생의 작품은 MCPS 를 통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초등학생 경연대회는, 학교에 관한 중요한 정보, 의사소통의 한계를 극복, 가정과
학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MCPS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를 나누는
웹사이트 디자인을 모집합니다. 경연대회는 두 단계로 제공되며 우승한 학생은
학생의 초등학교 웹사이트에 MCPS 웹서비스를 개발해 줍니다. 우승한 학생은 개발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청서 마감은 12 월 20 일(금) 오후 5 시입니다.
경연대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자세한 설명은 비디오를 봅시다.
2021 회계연도 행정 예산의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의 장에 동참합시다.
12 월 18 일(수) 오후 6 시 30 분, Jack R. Smith 교육감이 개최하는 웹 환경에서의
커뮤니티 대화의 장에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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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4-427-5445 에 문자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12 월 18 일
예산안 발표는 또한, Comcast 채널 34, Verizon FIOS 채널 36, RCN 채널 88 그리고
MCPS 웹사이트: 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세 정책에 관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세 개의 정책, Policy JEE, Student Transfers; Policy
BOA, Legal Services, 와 Policy IGS, Educational Technology 에의 의견을 구합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정책 초안을 보시고 의견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olicy/policy-for-publiccomment.aspx

정책 JEE 에의 의견제출은 2019 년 12 월 15 일(일)까지입니다. 정책 BOA 와 정책
IGS 에의 의견제출은 2020 년 1 월 12 일(일)까지입니다.
정책 초안을 읽고 아래 링크를 통해 의견을 제공해 주세요.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Board Policy JEE, 학생 전학(Student Transfers),
관련 정책 수정안을 제안하고, 그 안에 대한 여론을 모으고자 합니다.
Board Policy JEE 정책 초안 읽기
Board Policy JEE 정책 초안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 링크를 클릭하여 공유합시다.
Policy BOA, 법률 서비스(Legal Services),관련 정책 초안은 법률 문제에 대해 조언과
대변을 해 줄 변호사를 고용할 교육위원회의 권리를 재확인하며, 법률 서비스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제시합니다.
Board Policy BOA 정책 초안 읽기
Board Policy BOA 정책 초안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 링크를 클릭하여 공유
합시다.
Policy IGS, 교육적 과학기술 (Educational Technology),에 관한 정책 초안은 교습 및
학습을 지원함에 있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 소통, 협업, 생성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접근 및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는 교육 위원회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Board Policy IGS 정책 초안 읽기
Board Policy IGS 정책 초안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 링크를 클릭하여 공유합시다.

교육 위원회는 새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Shebra L. Evans 씨가 2019 년 12 월 3 일(화),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으로 재선되었습니다. Brenda Wolff 씨가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
임원의 임기는 1 년입니다.
Evans 씨는 Silver Spring 에 거주하며 2016 년 11 월에 첫 4 년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해 동안, Evans 씨는 교육위원회의 의장이었으며 교육위원회의 전략 계획
위원회의 일원이, Maryland Association of Boards of Education 의 위원회와 정책과
절차 위원회 임원입니다.

Evans 씨는 Tennessee State University 에서 경제와 회계 학위를 받았습니다. MCPS 에
다니는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Wolff 씨는 Silver Spring 에 거주하며 2018 년 11 월에 첫 4 년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회계관리 위원회, 특별 인구분포 위원회, 커뮤니케이션과 이해 관련자
관계 위원회의 임원이며, 또한, Maryland Association of Boards of Education 의 입법
위원회 임원입니다.
Wolff 씨는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의 변호사이었습니다. Boston
Office for Civil Rights 의 Chief Regional Attorney 이자 Philadelphia Office for Civil
Rights 의 Deputy Director and Acting Director 로 근무하였습니다. Wolff 씨는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의 African American Student Achievement
Group 을 포함한 다양한 위원회 임원이었습니다.
Wolff 씨는 Smith College 에서 수학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Suffolk University
법대에서 법을 전공하였습니다.

12 월 10 일에 실력있는 특정 분야 전문가를 교사로 영입하는 오픈하우스가 있습니다.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OHRD)는 MCPS 학생을 가르칠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오픈하우스는 12 월 10 일(화) 4 시-7 시, Thomas Edison High School of Technology
(12501 Dalewood Dr, Silver Spring)에서 있습니다. 눈이 올 경우는 12 월 12 일(목)으로
연기합니다.
OHRD 는 다음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분야: 자동차
기술(automotive technology), 의료, 건강관련 분야(healthcare professions),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건설과 건축 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건축설계
(architecture), 건축 전기(construction electricity), 목수(carpentry), 히팅(heating), 환기
시스템, 에어콘 시스템(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HVAC), 배관(plumbing),
법시행과 리더십(law enforcement and leadership)
참가자는 교육구의 커리어 준비 프로그램에 관해 배우며, Edison 고등학교 시설을
투어하고 담당교사와 교직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커리큘럼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11 월 14 일의 온라인 대화와 새 커리큘럼 발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Curriculum
Implementation webpage 로 온라인 프레젠테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커리큘럼 적용, 주요 하이라이트, 학부모님을 위한 자료와 도움을
제공합니다. 새 초등학교와 새 중고등학교 커리큘럼을 모두 제공합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같은 커리큘럼을 적용하는 Cohort 1 학교 명단과 StudySync,
LearnZillion, Eureka Math, Benchmark Advance curricula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전자 담배 예방 PSA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Montgomery 카운티 6-12 학년 학생 여러분, 카운티 전자담배, vaping 의 위험을
알리는 캠페인, anti-vaping campaign 의 일환인 공익광고 형태의 오리지널 비디오를
작성하여 경연대회에 출품합시다. MCPS 와 Healthy Montgomery, 카운티의 커뮤니티
건강 향상 프로그램의 협동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경연대회는 전자담배(ecigarettes)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출 마감일은 12 월 20 일(금)입니다.
학생은 혼자 또는 그룹으로 경연대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만 참석은 1 회만
가능합니다. PSA 우승자는 2 월에 발표합니다. 1 등, 2 등, 3 등에게 우승 상금이
주어집니다.
Healthy Montgomery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찾아봅시다.
전자담배, 담배 예방 캠페인은 카운티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와 Healthy Montgomery 가 함께 진행합니다.
경연대회는 Trinity Health, Holy Cross Health and the Institute for Public Health
Innovation through Trinity Health’s Transforming Communities Initiative 의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특수교육 자문위원회 회의가 12 월 9 일에 있습니다.
특수교육 자문위원회(Special Education Advisory Committee-SEAC)가 12 월 9 일(월)
오후 7 시-9 시에 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 auditorium(850 Hungerford Dr.,
Rockville)에서 있습니다. Jack Smith 교육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SEAC 는 학부모/후견인, MCPS 교직원과 특수교육 학생을 변호하며 Office of Special
Education 에 조언을 제공하는 Montgomery 카운티 커뮤니티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일반 공개입니다.
탁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스페인어 통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 년 1 월 23 일, 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 Room 134
2020 년 2 월 27 일 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 Auditorium
2020 년 3 월 26 일 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 Room 134
2020 년 4 월 23 일, 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 Room 134
2020 년 5 월 28 일, 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 Room 134

자세한 안내는 Student Affairs 웹사이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