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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취도 향상을 위한 권고 발의안 학생 성취도 향상을 위한 권고 발의안 

• 종일 유치원반을 17개 학교로 늘려서
합 110개 학교에서의 종일 유치원 운영

• 중, 고등학교 레벨에서의 특수교육 강화

• 고등학교의 특수교육학생을 포함한 일반 
교과과목의 반 인원수 줄이기

• 중학교 재조정을 위한 지원

• 고등학교에의 지원 증가

• IB및 영재 프로그램의 확장 

• 외국어 번역서비스의 증가

• 스타디 서클 프로그램 확대

• 15명의 초등학교 교감 추가

• 교습을 위한 기술 지원 향상

• 폭력예방기술의 강화

• 스쿨버스에서의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 향상

• 건물 서비스직원, 보조교사등의 지원 부서 
인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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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주요 사항 예산안 주요 사항 

• 총 18억 달러의 권고 예산 

• 예년 예산 대비 1억 22 백만 달러 증가. 

• 89%는 피고용자급료예산 

• 특수교육학생을 돕기 위한 직원 추가

• 5개 신설 학교 개교

• 예산의 65%이상이 실제 교습 사용 –메릴랜드주의
지역구중 제일 높은 수치입니다.

• 몽고메리 공립학교는 학교 관리 운영 비용으로 
미국 내에서 3번째로 적은 예산을 사용함.(2 %: 
자녀 교육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음) 

학업 관련 주요 사항학업 관련 주요 사항

• 유치원 학생의 독해력81%-작년보다 10% 증가
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39%였습니다.

• Maryland School Assessment (MSA: 메릴랜드
주 시행 학년별 시험) 에서 4학년 학생들이 과거
점수중 최고의 점수 획득

• 우등생반과 AP반을 수강하는 학생수의 기록적 
증가

• 160 National AP scholars (전국AP장학금)
수혜자-20년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 SAT점수 2년 연속 110점 이상

• 전국 최고 고등학교3%에 드는 23개 고등학교 
(Newsweek 지 제공)

• Intel Science Talent search에서 15명 준결승
진출자 배출

• 31 개의 학교가 전국 Blue Ribbon 학교로 선정 

• 48 명의 국가 공로 장학생(National Merit 
Scholars)

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mongtgomeryschoolsmd.org
그리고 TV 케이블 채널 34 에서 찾아 보실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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