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2월 25일 퀵노트 뉴스레터 

 

 

교육위원회가 2021 회계연도 교육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화요일(6 월 일) 만장일치로 2021 학사연도 교육구 행정예산, 

28억 500만 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는 2020 회계연도보다 인상한 124.1만 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안을 통해,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의 

엄청난 등록 수 증가로 생기는 필요를 충족하고 학생의 성취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인상된 12,410만 불의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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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외국어가 모국어인 학생을 위한 영어 교육(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ESOL) 프로그램 교사와 카운슬러 

 프리킨더가든 좌석의 연장 

 언어를 접할 기회를 증대; 

 더 높은 수준의 과목 학습제공을 위한 세 군데의 새 지역 국제 학사 

학위(International Baccalaureate-IB) 센터 개설  

 정신건강을 돕는 직원을 증원하여 학생의 정신건강과 안녕을 보조; 

 Seneca Valley 고등학교에 업카운티 커리어 준비 허브를 개설; 

 언어와 과학,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수학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도움 제공 

 공평성과 혁신 주도안 

 교사 채용과 유지 노력을 확장하고 강화하여 모든 반에 다양한 배경의 수준 

높은 교사가 갖춰지도록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Montgomery 카운티 군수 Marc Elrich씨와 Montgomery 카운티 의회에 

2020년 3월 1일 예산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카운티 군수 Elrich 씨는 2020년 3월 

16일 승인한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ontgomery 카운티 의회는  2020년 5월 

21일에 최종 예산승인을 결정하기 전, 카운티 예산에 관한 공청회를 4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카운티 의회의 결정 후, 교육위원회는 2020년 6월 11일 2021 회계연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행정 예산 

 

ESOL 프로그램 변경사항에 관한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직원, 학부모, 커뮤니티 여러분을 외국어가 모국어인 학생을 위한 영어 

학습(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ESOL) 프로그램 변경에 관한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이번 변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ESOL 프로그램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ESOL 학생이 학년 수준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ESOL 학생의 졸업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학생이 대학과 커리어로의 준비가 온전히 될 수 있도록  

 모든 ESOL 학생을 위해 높은 수준의 영어 언어 개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의는 오후 6시-7시 30분에 개최되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 26일 (수) 

Rocking Horse Road Center 

All Purpose Room 

4910 Macon Road, Rockville 

 

2월 27일 (목) 

Watkins Mill 고등학교 

미디어센터(도서관) 

10301 Apple Ridge Road, Gaithersburg 

 

3월 18일(수) 

East Montgomery Regional Service Center 

3300 Briggs Chaney Road, Silver Spring 
 

 

 

 



특수교육 학부모를 위한 설문조사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를 받는 학생의 부모님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Maryland 주 특수 교육 학부모 참여 설문조사를 실시됩니다. 

여러분이 제공해 주실 정보는 공립학교의 특수 교육과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 정부의 노력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서비스를 받는 자녀 당 한 번씩 

설문조사지를 작성해 주세요. 설문조사는 무기명으로 온라인을 통해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 마감일은  5월 15일(금)입니다.  

 

Maryland 프리스쿨 특수 교육 학부모 참여도 설문조사 

Maryland 특수 교육 학부모 참여도 설문조사 
 

 

 

봄 연극제 시즌이 다가옵니다: 날짜를 확인하고 함께 관람합시다. 

 

봄 중학교와 고등학교 연극/뮤지컬 공연의 막이 올랐습니다. 3월초부터 5월까지 

있을 공연을 위해 미리 티켓을 예매합시다. 이번 공연은 "맘마미아"부터 

"프로즌/겨울왕국", "위대한 게츠비"와 "치키치키 뱅뱅 주니어"까지 다양한 무대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9-2020 봄 연극제 일정 
 

 

3 월 2 일부터 시작되는 프리킨더가든과 해드스타트(Prekindergarten/Head Start) 

등록 

2020-2021 학사 연도에 MCPS Prekindergarten/Head Start 프로그램에 자녀의 등록을 

원하는 학부모님은  3 월 2 일(월)부터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아동은 

2020년 9월 1일 자로 4세가 되어야 하며 가족은 수입혜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해당사항, 등록 시간 및 장소, 필요 서류 등의 자세한 안내는 사무실 240-740-

4530으로 전화하시거나 MCPS 웹사이트를 봅시다. 

Prekindergarten/Head Start 등록 

 

https://www.mdparentsurvey.com/
https://news.montgomeryschoolsmd.org/wp-content/uploads/2020/02/Maryland-Preschool-Special-Education-Parent-Involvement-Survey.pdf
https://news.montgomeryschoolsmd.org/wp-content/uploads/2020/02/Maryland-Special-Education-Parent-Involvement-Survey.pdf
https://news.montgomeryschoolsmd.org/wp-content/uploads/2020/02/2019%E2%80%932020-Spring-Theater-Schedule.pdf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earlychildhood/prek/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earlychildhood/prek/registration.aspx


 

전국 공중보건의 주를 위한 카운티 전체의 건강 박람회가 다가옵니다. 행사에 참석할 

기관의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Montgomery 카운티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는 Healthy 

Montgomery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국 공중보건의 주를 기념하여 제 2회 카운티 

전체, 건강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형식대신, 참여 기관은 이웃 기관, 보건 기관, 학교, 기업과 타 정부 기관과 연합하여 

카운티 전역에서 건강과 보건 관련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건강 관련 심포지엄과 

검사부터 건강에 관련된 모든 것으로 행사 규모는 규모의 크기에 상관 없이 소규모 

또는 대규모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Montgomery 카운티에 있는 모든 그룹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4 월 6 일-12 일 주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전국 공중보건의 주에 맞추어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등록합시다.  이 행사의 

목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건강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전국 공중보건의 주(NPHW) 행사 등록을 통해 행사에 등록을 합시다.  4월 1일까지 

등록한 기관은 카운티 의회의  전국 건강보건 주간 참여 선포 때, 참여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참여 선포는 4월 2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공중보건의 주 동안 카운티 공중 보건 서비스 수장으로 2004년부터  작고하신 

해인 2017 년까지 봉사한 Tillman 박사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인 제 2 회 Ulder J. 

Tillman 기념 강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강연의 초점은 트라우마를 알리고 

상처받은 커뮤니티를 돕는 Trauma Informed Care and Vulnerable Communities입니다. 

4월 6일(월) Silver Spring에서 오후 12시부터 있습니다.  행사는 무료입니다만 사전 

예약이 꼭 필요합니다. 점심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안내와 등록은 Ulder J. Tillman 

Lecture in Public Health를 봅시다. 

전국 공중보건의 주에 관한 안내는 www.nphw.org를 봅시다.  Montgomery 카운티의 

행사에 관한 안내와 도구, 행사 참여에 관한 의견 등은, 웹사이트를 보시거나 Brittany 

Foushee씨에게로 문의합시다. 

 (웹사이트: www.healthymontgomery.org 

이메일:britanny.foushee@montgomerycountymd.gov, 전화:240-777-1704)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lnks.gd_l_eyJhbGciOiJIUzI1NiJ9.eyJidWxsZXRpbl9saW5rX2lkIjoxMDIsInVyaSI6ImJwMjpjbGljayIsImJ1bGxldGluX2lkIjoiMjAyMDAyMTguMTczNzA5NDEiLCJ1cmwiOiJodHRwczovL2RvY3MuZ29vZ2xlLmNvbS9mb3Jtcy9kL2UvMUZBSXBRTFNjUGJWMjF2aExMb1M3VkV4OHdMTUpENG5JeGU3d3B3OGoyQUhZT3BJSEhuX3VlQXcvdmlld2Zvcm0ifQ.TeSZxib6Crc8h3kAUhLloiIpAuEO-5FlVCMeargqIbOCs_br_75135013132-2Dl&d=DwMFAA&c=fgAH0TEak9hSJygxoVsafg&r=DIcOoOXEvfHi6VS2kfSCMpRQOIeGnWzvvQXx6FPM324&m=fHJmyPgpXzRteKyyIsFp1o2gJFEkA9lYlBiGSbTnxBs&s=pY_j-Pc95yWRTZ6mcU273-dBXYirzW7Gj3O20sz045g&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lnks.gd_l_eyJhbGciOiJIUzI1NiJ9.eyJidWxsZXRpbl9saW5rX2lkIjoxMDMsInVyaSI6ImJwMjpjbGljayIsImJ1bGxldGluX2lkIjoiMjAyMDAyMTguMTczNzA5NDEiLCJ1cmwiOiJodHRwczovL2RvY3MuZ29vZ2xlLmNvbS9mb3Jtcy9kLzF0ZUwwZHhuZzVsTWVKc3hJZWJBZUtUc1FOZ3dpVGROcjFBSWxBYWNFNU9VL3ZpZXdmb3JtP2VkaXRfcmVxdWVzdGVkPXRydWUifQ.WBMHaSuZKIrej67UWLNloVAVftJZZbwLIyLpxoXscfw_br_75135013132-2Dl&d=DwMFAA&c=fgAH0TEak9hSJygxoVsafg&r=DIcOoOXEvfHi6VS2kfSCMpRQOIeGnWzvvQXx6FPM324&m=fHJmyPgpXzRteKyyIsFp1o2gJFEkA9lYlBiGSbTnxBs&s=vLy_GzarYBWXrs4kFWFgHtlQ1Hqw2ROp8esFQOlbsSE&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lnks.gd_l_eyJhbGciOiJIUzI1NiJ9.eyJidWxsZXRpbl9saW5rX2lkIjoxMDMsInVyaSI6ImJwMjpjbGljayIsImJ1bGxldGluX2lkIjoiMjAyMDAyMTguMTczNzA5NDEiLCJ1cmwiOiJodHRwczovL2RvY3MuZ29vZ2xlLmNvbS9mb3Jtcy9kLzF0ZUwwZHhuZzVsTWVKc3hJZWJBZUtUc1FOZ3dpVGROcjFBSWxBYWNFNU9VL3ZpZXdmb3JtP2VkaXRfcmVxdWVzdGVkPXRydWUifQ.WBMHaSuZKIrej67UWLNloVAVftJZZbwLIyLpxoXscfw_br_75135013132-2Dl&d=DwMFAA&c=fgAH0TEak9hSJygxoVsafg&r=DIcOoOXEvfHi6VS2kfSCMpRQOIeGnWzvvQXx6FPM324&m=fHJmyPgpXzRteKyyIsFp1o2gJFEkA9lYlBiGSbTnxBs&s=vLy_GzarYBWXrs4kFWFgHtlQ1Hqw2ROp8esFQOlbsSE&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lnks.gd_l_eyJhbGciOiJIUzI1NiJ9.eyJidWxsZXRpbl9saW5rX2lkIjoxMDQsInVyaSI6ImJwMjpjbGljayIsImJ1bGxldGluX2lkIjoiMjAyMDAyMTguMTczNzA5NDEiLCJ1cmwiOiJodHRwOi8vd3d3Lm5waHcub3JnIn0.9W9zocnEc8ZjrTbNomrBx-2DM1uzf-5FT05rd7o04v39rEY_br_75135013132-2Dl&d=DwMFAA&c=fgAH0TEak9hSJygxoVsafg&r=DIcOoOXEvfHi6VS2kfSCMpRQOIeGnWzvvQXx6FPM324&m=fHJmyPgpXzRteKyyIsFp1o2gJFEkA9lYlBiGSbTnxBs&s=cF_ZzT4AMiWsgBTX8pTKkNUmH-mJR_qiOUDEhN5x1NI&e=
http://www.healthymontgomery.org/
mailto:britanny.foushee@montgomerycountymd.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