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CPS 여름학교 프로그램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 프로그램은 학습 손실을 해결하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구가 제공하는 노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프로그램은 수학, 문해력, 선택 과목과 강화학습 및 다음 학년 준비에 초점을 
맞춥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졸업을 위해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기회가 재수강과 
첫 학점 취득 양쪽 모두에 제공되며 지역 고등학교가 제공하는 학교에서의 
비학점과목 등의 기회가 준비됩니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학생에게 교통편과 함께 무료로 제공됩니다. 
● 모든 지역 학교/학군에서 제공합니다. 
● 원격 온라인(비대면)과 대면 옵션이 제공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은 ParentVUE 또는 지역 학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6월 28일(월)부터 시작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프로그램은 7월 6일 
(화)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곳을 클릭합시다. ParentVUE 어카운트 
활성화를 위한 도움은, 커뮤니티 지원 핫라인(240-740-7020) 또는 이메일로 
연락합시다. (communitytechsupport@mcpsmd.org) 

 

킨더가든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2022 학사연도에 MCPS 킨더가든에 자녀를 등록하기 원하는 학부모님의 등록 

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은 2021년 9월 1일 자로 5세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사항, 

필요 서류 등의 자세한 안내는 사무실 240-740-4530 으로 전화하시거나 MCPS 

웹사이트를 봅시다. 

 



교육위원회가 두 정책에 대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Board Policy ACF, 성희롱(Sexual Harassment)과 
Board Policy ACI, 직원 성희롱(Sexual Harassment of Employees) 새 초안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2021 년 5 월 17 일(월)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의 주제들을 포함한 교육위원회 추천 정책 수정안의 중요 하이라이트: 

Policy ACF,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학생의 성적 비행과 
성희롱(Sexual Misconduct and Sexual Harassment of Students)”을 대체하며 학생 
간의 성희롱과 학생의 성희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수정되었습니다.  

Policy ACI, Sexual Harassment of Employees 새 초안은 직원의 성희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래의 하이라이트 참조) 

지난여름부터 연방교육기금을 받는 모든 킨더가든-12학년 교육기관과 
고등 교육기관은 새로운 연방 Title IX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방 
규정은 성희롱을 정의하고 성희롱 혐의를 보고, 조사 및 해결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는 교육위원회의 수정된 정책 ACF 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정된 교육위원회 정책은 또한 학생 간의 성적 비행과 학생 간의 성적 
비행 혐의의 보고, 조사 및 시정 방법을 정의합니다.  

새 정책 초안 ACI, 직원 성희롱(Sexual Harassment of Employees)은 
직원에게 적용되는 두 연방법:1972년과 1991년에 개정된 시민의 권리법 Title 
VII(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과 경우에 따라 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육 개정법 Title IX(Title IX of the Educational Amendments of 1972)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 초안 ACI 는 직원의 성희롱 혐의를 보고, 조사, 시정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학생의 성적 비행 및 성희롱(Sexual Misconduct and Sexual Harassment of Students)로 
명칭 변경된 수정 정책 ACF에 관해 이곳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성희롱(Sexual Harassment of Employees) 수정 정책 ACI 에 관한 의견은 
이곳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에 관한 공공 의견 제시 웹사이트 

고등학생을 위한 인력 준비 콘퍼런스가 5월 13일에 있습니다 

MCPS 고등학생을 위한 인력준비 콘퍼런스가 5 월 13 일(목) 오전 10 시부터 

시작합니다. 이 행사는 졸업 후 바로 직장에 취직하는 학생들을 위한 툴과 정보를 

제공하는 콘퍼런스입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학생은 다음의 혜택을 받습니다:  

○ 성공을 위한 복장을 포함한 직장인으로의 작문 및 인터뷰 기술을 

배우고 

○ 삶의 계획과 재정적 이해력에 대해 배우고 

○ 커리어 진로에 연결되고 지속적 전문성 교육의 기회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 고등 교육의 기회를 위해 지역 산업과 고등교육 협력기관과 연결해 

줍니다. 

이 콘퍼런스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MCPS 지속능력 심포지엄이 5월 26일에 있습니다 

중고등 학생과 교직원 여러분을 5 월 26 일(수) 오전 11 시 15 분에 있는 MCPS 

지속능력 심포지엄에 초대합니다. 이 행사에서 참석자 여러분은 2 월에 개최한 

Climate Youth Town Hall의 의견과 함께 새로운 지속 가능성 및 규정 준수 부서에 

대해 알아보며, 커리큘럼 팀과 만나게 됩니다. 이 심포지엄은 또한, MCPS 가 

기후변화에 관해 취한 조치를 검토하고, 교육구가 시행할 새로운 주도안에 관해 

논의하며, MCPS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여러분 의견과 생각을 들을 

수 있습니다. 

Montgomery 카운티 의회는 2017년 기상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한 세기 동안, 

카운티는 온실가스를 상당히 감축하고 기후 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 카운티는 기후 

행동 계획을 마무리하고, 관련 실행과 입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MCPS 교직원과 

학생은 건강하고 공평하며 회복력이 높은 커뮤니티를 구축하며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7년까지 80%, 2035년까지 100% 줄이는 카운티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행동과 활동을 알아 보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후변화에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신이 

학교에 변화를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행사 등록을 하시면, Zoom 초대 링크를 보내 드립니다. 

 

MCPS는 여름 RISE 프로그램의 호스트를 모집 중입니다 

MCPS Partnerships Unit는 2021 여름 RISE 프로그램에 참여할 Montgomery 카운티 

사업체, 정부기관, 비영리단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호스트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Summer RISE 프로그램은 MCPS의 11학년과 12학년이 되는 학생들에게 여름방학 

동안 미래 커리어와 진로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관심 분야와 

관련된 실습 기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7월 5일부터 7월 30일까지 

4주 동안 대면과 온라인 또는 두 형태의 조합으로 최소 40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Summer RISE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이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스트 기관을 위한 Summer RISE 2021 정보 제공 

 

교육위원회는 새 교육감 선정을 위한 후보자 찾기를 시작합니다 

5월 3일,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선발 과정을 도울 전문 기관을 

고용하는 정식 제안서의 요청(Request for Proposal-RFP)을 제출하며 새 교육감을 

찾기 위한 첫 단계를 시작합니다.   

Brenda Wolff 교육위원회 회장은 “RFP는 공식적으로 학교의 새로운 리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적 서치를 실시하여 MCPS 교육감으로의 

최고 후보자를 찾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서치 기관은 다음 전국 리서치 절차의 주요 항목에 초점을 맞추며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를 돕게 됩니다: 교육감의 자격을 분절화하고, 커뮤니티의 

의견과 참여를 위한 절차를 활성화하며, 우수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을 식별하고 

배치하며, 인터뷰 절차를 조정하고, 면접 과정을 조직, 조정하며, 교육위원회가 후보 



분야를 좁힐 수 있도록 도우며, 교육위원회에 적절한 보상패키지에 대해 교육위원회 

에 조언을 제공합니다.  

Jack R. Smith 교육감은 올해 1월에 2021년 5월 말에 은퇴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부교육감, Monifa B. McKnight 박사를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시/대행 

교육감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후보자를 찾아 줄 기관 선정을 2021년 7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제안서 요청 

 

이번 달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원격 

Gaithersburg 북 페스티벌을 확인합시다.  

Gaithersburg Book Festival(GBF)은 책과 작가, 문학의 우수성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이 행사는 원격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생방송과 사전 녹화 프로그램이 주중과 

주말에 제공됩니다.  

이 행사에는 30 개 이상의 저자의 발표와 함께 성인,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작문 

워크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곳을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