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 성적산출기간과 그 이후의 커리큘럼과 교습 조정
12 월 3 일, 교육위원회는 많은 중고등학생의 낙제율이 증가한 1 학기 학생 학업
성과에 관해 갱신된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진도 문제를 해결과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원격 교습에 관한 의견에의 답변을 제공하는 노력인 이
조정은 학생과 교사의 경험을 향상하며, 학생의 웰빙을 육성하고, 커리큘럼에서의
학생진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정은 또한 원격 온라인 스케줄, 교습
내용, 커리큘럼 진도, 학생의 과목량, 학업량, 평가시험의 수와 빈도에 관한 의견에
관한 답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학기 성적산출기간의 조정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교과과정 내용과 진도의 지속적인 검토와 렛슨 수와 교습내용 줄이기
● 모든 학년 수준에서의 겨울 MAP 실시는 이제 의무요건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
● 수요일 초등학교 시간표의 조정
● 중고등학교 수학과 영어 그리고 ESOL 의 진도 확인(체크인) 요건 줄이기
● 중고등학교 학업과 성적표 지침 조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원격 온라인 평가시험에서 필수 채점 항목의 10%를 줄임(진도 확인)
○ 권장되는 성적 채점에 해당하는 학과물 범위 축소
○ 학생을 위한 제출일(due date)과 최종 마감일(deadline)에 융통성을
추가로 제공
○ 0 점 대신 "E" 등급을 표시하는 "50% 규칙"에 관한 보다 명확한 지침
제공
● 교사와 학교 행정을 위한 전문성 학습과 학교 지원을 확대
● 학생들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학교 웰빙/복지팀 배치
MCPS 는 개별교습을 포함한 추가 학습 시간, 토요일 프로그램, 여름 학교와
팬더믹과 원격 학습으로 줄어든 교습 시간을 회복하는 장기 커리큘럼 계획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커리큘럼과 평가시험은 계속 조정됩니다.

2 학기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중고등학교 스케줄적
측면을 또한 알아봅니다. 학생에게 학생이 졸업을 위한 궤도를 유지하고 향후
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중고등학교 전체 과정의 과부하를 줄입니다.
MCPS 는 또한 COVID-19 의 전세계적 영향을 모니터하고 2021 년 5 월 시험 형태와
내용을 조정하게 되는 칼리지보드나 국제학사학위(International Baccalaureate)와
같은 외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2 학기 변경에 관한 추가정보는 1 월에
제공하게 됩니다.

교육구 반인종주의 감사((Anti-Racist Audit)에 관한 갱신내용
MCPS 는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고 엄격하며 가치 있는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11 월 10 일,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에서는
반인종주의 시스템 감사를 제안하고 승인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MCPS 의 반인종주의 감사:
반인종주의 감사는 인종과 편견이 모든 학생의 학업 및 사회 정서적 복지에의 접근,
기회 또는 공평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의 관행 및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감사는 인종, 성별, 사회 경제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교직원이 모든 학생과 함께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실행을
분석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MCPS 는 행동을 취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적 경험 중, 차별을 경험한 아동은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학업
동기 및 성과가 낮아지며, 고등학교를 중퇴할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반인종주의 교육구 전체 시스템 감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계획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부 자문기관이 실시하는 이 감사는 이해와 모든 장벽을
제거하여 MCPS 의 "All Means All"을 이루기 위한 시기적절한 투자입니다.
1 월 19 일, 교육위원회와 MCPS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학생, 교직원 참여와 타임라인,
감사 절차와 제공방법에 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반인종주의 교육구 전체 감사에 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십니까?
아래의 리소스는 추가 정보와 배경, 감사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감사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업무 절차와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비디오: 이해 관련자 의견
반인종주의 감사 웹사이트
11 월 10 일에 있었던 교육위원회에서의 반인종주의 감사에 관한 토론
10 월 19 일에 있었던 교육위원회에서의 반인종주의 감사에 관한 토론
Jack Smith 교육감이 2022 회계연도 권장 교육구 운영 예산안을 12 월 17 일에
발표합니다.
Jack R. Smith 교육감은 12 월 17 일(목) 교육위원회와 MCPS 커뮤니티에 2022
회계연도 권장 운영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이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은 MCPS
웹사이트와 MCPS TV (Comcast 36 번, Verizon 34 번, RCH 89 번)에서 저녁 7 시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 회계연도 운영예산은 MCPS 가 지속적인 성취 격차를 해소하고 MCPS 가
이룩한 진전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이 대학과 취업의 준비가 되어 MCPS 를 졸업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구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2022
회계연도 운영예산은 원격 온라인 학습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위해 추가로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MCPS 는 또한
지역 사회 참여와 함께 효과적인 교습과 문화 관련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학교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MCPS 는 원격 온라인 수업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정치 관련 진로에 관심이 있습니까? 커리어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Let’s Talk
Careers) 행사에 꼭 참여합시다.
중고등학생 여러분! 카운티, 주, 연방정부 관련 진로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달의 커리어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Let’s Talk Careers)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행사는 12 월 16 일(수) 오전 10 시-11 시 30 분에 예정되어 있으며 정부
지도자가 함께합니다.
커리어에 관해 이야기해봅시다(Let’s Talk Careers)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MCPS 졸업생들이 매달 자신의 커리어와 진로에 관해 이야기하는 실시간
시리즈입니다. 현재 확인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해 줄 초대 손님은 Maryland 주
상원의원 Cheryl Kagan 씨; Maryland 주 하원의원 Lily Qi 씨; Montgomery 카운티
군수 Marc Elrich 씨; Montgomery 카운티 의회 의원 Sidney Katz 씨입니다.
추가 정보

교육위원회가 두 정책에 관한 여론을 기다립니다.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제안한 new draft policy, Board Policy JPH,
School Food and Nutrition Services Programs, 정책 수정안을 제안하고, 그 안에
관한 여론을 2021 년 2 월 12 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2020 년 12 월 3 일 교육위원회가
검토할 프레젠테이션은 이곳을 봅시다.
새 정책 초안은 학생들의 학습, 성장, 건강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Montgomery
카운티의 아동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CPS 가 파트너가 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새 정책 초안은 FARM 혜택 자격이 있는 모든 학생이 연방자금을 지원하는 무료
및 할인 급식(federally-funded Free and Reduced-price Meals-FARM)을 신청하도록
장려 및 지원하는 노력을 안내하는 원칙과 방법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Policy IQD, 정규 교과 외 활동을 위한 학업 요건(Academic Eligibility F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교육위원회는 Board Policy IQD, Academic Eligibility f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수정안을 제안하고, 이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2021 년 2 월 12 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평등, 문화적 대응을 위해 헌신하는 교육구로써, 교육위원회는
가능한 한 많은 학생이 접할 수 있는 대항 스포츠를 포함한 과외 활동이 되어 주와
대학의 기대치 간의 균형점을 찾고 있습니다. 제안한 수정안은 더 많은 학생이
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회, 학업 발전 육성에 도움이
됩니다. 2020 년 12 월 10 일 교육위원회가 검토할 프레젠테이션은 이곳을 봅시다.
운동활동 참여를 위한 학업 기준 요건은 주 전체 수준에서 운동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을 준비해주기 위해 필요하며, 고등학교 이후의 스포츠 진로를
추구하려는 경우, 대학 수준의 학업 기준요건을 충족하도록 준비하는 데
필요합니다.
학교 대항 스포츠에 참여하는 중학생을 위한 학업 자격요건은 변경되지 않으며,
이전 성적산출기간에 낙제가 하나 이상 있으면 한 되며, 중학교 2 차 성적산출기간
초까지 평균 2.0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수정안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 고등학생의 학업 자격 요건은 대항 스포츠 이외의 과외활동, 예를 들어
학생회, 미술, 학업 관련 팀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항 스포츠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학업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
대한 특정 면제와 함께 명시합니다.
○ 대항 스포츠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2.0 학점 평균과 이전
성적산출기간에 하나 이상의 낙제점수를 받지 않는다는 항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수정된 학업 자격 요건은 고등학교 첫해 4 분기를 1 학년
평균으로 지정하고, 고등학교 2 년째 해부터 요건 적용을 시작합니다.
의견은 이곳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구 가족은 새해 식량박스를 미리 주문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 가족은 18 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겨울방학 새해 식량박스를 미리 주문할 수
있습니다. 주문 마감일은 12 월 16 일(수)이며 가족들은 12 월 29 일에 지정된
장소에서 상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령을 위해,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곳을 통해 주문합시다.
고등학생 대상 MLK 편지 쓰기 대회
카운티 Dr. Martin Luther King “Dear Martin”편지 쓰기 경연 대회에 고등학생의
참여를 권장합니다. 2021 년 주제는 "그와 그들 자신의 말로-미래를 예측하며
과거를 되돌아보기"입니다. 학생은 Dr. Martin Luther King, Jr.에게 보내는
편지형태로 오늘날의 세계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Dr. King 이 살았을
때와 지금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학생이 미래에 인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지에 관한 편지를 적어야 합니다.
학생이 쓴 편지는 "Dear Martin”으로 시작해야 하며, 항의, 평등정의, 투표권 또는
단결을 위한 추진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편지는 150 단어
미만으로 12 월 23 일(수) 밤 11 시 59 분(p.m.)까지 이곳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선발된 학생 편지는 2021 년 1 월 18 일에 있을 카운티의 화상 MLK 기념행사에서
낭독 및 녹화를 하게 됩니다.
기준을 충족하고 사려 깊고 통찰력이 있으며, 의미 있는 글을 제출한 학생은 학생
봉사학습 활동시간(SSL) 1 시간을 받습니다. 선발된 편지는 기념행사의 비디오
녹화로 기록되며 학생은 추가로 1 시간 더 SSL 시간을 받게 됩니다.
학생은 축하 프로그램 비디오, "그와 자신의 말로-미래를 예측하며 과거를
되돌아보기(In His and Their Own Words—Reflecting on Our Past while Forecasting
the Future)”를 시청하고 MLK 봉사주간 카운티 전체 SSL 의 기회의 일환으로

옹호와 반영 활동에 참여할 경우, 더 많은 SSL 시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앞으로 몇 주 이내에 MCPS SSL 웹사이트에 준비됩니다.
예술적 재능이 있는 기후변화 옹호자를 위한 경연대회
Montgomery 카운티는 기후에 관련된 행동 계획에 초점을 맞춘 예술작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 공모전은 학생과 모든 연령대의 카운티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작품은 기후변화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할 필요성을 불러일으키는 사진, 그림, 시,
비디오 및 원본 밈(memes)을 제출합시다.
다음 범주의 작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여합시다!—커뮤니티와 기후 사이의 연관성은 무엇입니까?
기후경보를 울립시다!-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포착합시다.
적응 및 복원력—우리 커뮤니티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환경/기후정의 및 인종평등—기후변화로 인해 악화된 불평등을
포착하고 역사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강조합니다.
Montgomery 카운티의 미래 비전—공평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경우, 2035 년의 우리 카운티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공모전은 미래 경관, 컨셉 아트와 여러분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한
디지털 아트 작품의 제출을 장려합니다.
마감일은 2021 년 1 월 31 일(일)까지입니다. 수상자에게는 $ 100 가 주어지며,
작품은 카운티 기후변화 계획 및 기타 자료에 실릴 수 있습니다.
경연대회 규칙을 포함한 자세한 안내는 이곳을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