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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POLICY BOARD OF EDUCATION OF 
MONTGOMERY COUNTY 

 

관련 항목  ACA, BMA, IGK‑RA, IGK‑RB, ISB-RA, JEE, JEE-RA 

책임 맡은 사무실: 수석 학업 책임관(Chief Academic Officer) 

학교 협력 및 행정 부교육감(Deputy Superintendent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커리어 준비 
 

 
A. 목적 

 

K-12학년 교습 프로그램에 기술적 교습과 실생활 업무 경험을 포함하는 수준 높은 

학업 과목을 공급하기 위한 비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4 년제 학위와 더불어 21 세기 경제가 중요시하는 단기적인 커리어 생활을 

경험함으로써 학생이 다양한 분야에서 커리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커리어 준비 프로그램이 연방과 주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생활에 필요한 임금을 보급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며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B. 이슈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생활하기에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는 직장, 또한 현재나 

근간에 수요가 커질 산업분야의 직장은 학생이 전반적인 삶 동안 교육과 트레이닝을 

추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를 요구합니다.   

 

학생들의 포부와 능력을 맞추는 기회를 보급하기 위하여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다음의 폭넓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1. 주요 과목에서의 지식뿐만 아니라 목표 책정, 끈기, 자각, 시간 관리, 협동 

학습, 자기 효능감과 같은 인지 방법, 학습 기술과 테크닠을 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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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폭넓은 커리어를 소개함으로써 학생이 

지속적으로 커리어에 대한 열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학교에서의 경험에 무엇을 포함시켜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지향합니다. 

 

4. 학생이 소망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고등 교육과 트레이닝을 

준비하고 고등학교 후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C. 입장 

 

1. MCPS 는 높은 수준과 전문적 커리어의 기회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진정한 

커리어와/또는 학생이 축적할 수 있을 업계에서 인정하는 경험의 기회,  고등 

교육기관, 2년제, 4년제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격증, 고등학교 졸업장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여 전문성에 해당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 및 방법을 양성하고 

발전시킵니다.  

  

a) 커리어 준비 교육을 통해 학생은 자격증, 라이센스, 고등 대학 교육 

학점을 포함한 산업계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고등학교에서 취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b) 커리어 준비에는 커리어에 유효한 엄격한 학업 프로그램 루트와/또는 

대학 준비 프로그램의 일환인 전문적 능력의 취득이 포함됩니다.  

 

c) 커리어 준비는 21세기 경제의 역할과 전문성에의 필요에 맞도록 교정 

기간 없이도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높여 직업과 업무에서의 지속적인 

학습을 할 능력과 준비를 갖추어 줍니다.  

 

2. 커리어 준비에는 모든 직업군에 해당하는 평생 학습과 커리어에서의 성공에 

필요한 주요 능력에 대한 지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 프리킨더가든부터 12 학년까지 학생은 자신의 학습과 과제/업무 

생산성의 조성과 구성, 자신이 이룩하는 업무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모니터하기 위해 커리어 준비의 기초가 되는 능력인 논리적 

사고,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 구두 및 서면으로의 의사소통 능력, 

팀워크, 협력과 협업 그리고 상반되는 견해에 대한 분석과 평가, 넓은 

세계관과 다문화적 능력, 리더십, 시간 관리, 목표 책정, 꾸준함과 

책임감 등을 배워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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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프리킨더가든부터 12 학년까지를 통해 학생과 학생 가족은 여러 

소통방법을 통해 커리어 준비의 중요성과 MCPS 커리어 준비 

진로에의 포트폴리오 및 폭넓은 분야에서의 커리어 준비 그리고 

MCPS에서의 교육기간과 후에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커리어 자격에 

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c) 중학교 초부터 학생은 커리어 탐험과 준비를 포함한 고등교육과 

트레이닝 준비에 대한 계획과 방법에 관해 생각해보도록 지도를 받게 

됩니다.  

 

3. MCPS 학생 모두가 종합 고등학교 교습 프로그램, 커리어 준비 프로그램, 

또는 특정 고등학교에서만 사용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다양한 커리어 

준비 과목을 접할 수 있습니다.  

  

a) MCPS는 수업시간 중에 일하는 학생을 포함하여 학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간과 형태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장해야 합니다. 

 

b) MCPS는 학생에게 학생의 필요, 수용능력, 프로그램의 지원과 승인에 

따라 자신의 지정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커리어 진로 프로그램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c) MCPS 는 커리어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프로그램의 접근, 등록, 성공률을 낮추는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전략을 

찾아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4. 교사, 카운슬러, 행정담당은 다음에 따른 전문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a) 지역 노동시장과 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생활임금, 수요가 많은 

산업분야와 직업군, 고등학교 후에 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전문적 

분야의 역할에 대한 이해.  

 

b) 커리어를 알아보고 준비하는 MCPS에서의 경험에 관해 창의적이고 

전략적으로 생각하도록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을 돕는 학생을 위한 

MCPS 커리어 준비 옵션과 기회.   

 

5. MCPS 는 학생의 커리어 준비 교육을 도울 최첨단 진로 분야에 경험 많은 

직원을 고용하여 학생의 커리어 준비교육과 커리어 교육을 직접 제공하는 

교직원 교육을 돕고 교직원이 엄격한 학업 기준과  진로 분야의 모든 요소를 

유지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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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CPS는 모든 수준의 학생과 소통하고 학부모/후견인과 주요 관련자와 이해 

관계자들과의 연계를 지속하여 다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합니다.  

 

a) 지역과 지방 노동력 시장의 경제적 변경과 오픈된 커리어의 기회. 

 

b) 커리어 준비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과 함께 대학 준비과정으로의 통합. 

 

c) MCPS 커리어 준비 프로그램과 학교는 학생의 관심 커리어에 관련된 

여러 고등학교와 고등 교육에의 기회에 관한 결정 알림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각 고등학교에는 학생이 희망하는 진로에 필요한 학생과 학생 가족을 위해 

MCPS 커리어 준비를 프로그램, 고등교육과 트레이닝의 기회를 학생과 학생 

가족에게 설명해 줄 학생과 학생 가족을 위한 커리어 카운슬러가 있어야 

합니다.  

 

a) MCPS는 모든 학생이 역사적인 방해요소나 고정적인 관념을 넘어서 

목표와 관심을 추구할 수 있도록 북돋을 것입니다.  커리어 진로에의 

접근과 참여는  Montgomery County Board of Education Policy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의 특성을 예상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학생은 도전적인 프로그램, 학생의 관점 

에서의 강화학습과 의미 있고 충족되는 업무/학업을 준비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b) 고등교육과 특정 커리어 진로에 전통적으로 취약했던 가정과 

커뮤니티의 학생의 적절한 고등 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할 기회를 

최대화 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목과 평가에 관해 배울 기회가 

고등학교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8. MCPS 고등학교 커리어와 테크놀로지 교육(Career and Technology Education-

CTE) 프로그램은 Maryland 주 교육위원회(Department of Education-MSDE)의 

커리어 군 시스템(Career Cluster System)에 따르고 있습니다.  

 

a) 이 프로그램은 학생에게 커리어 성공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과 기술과 

함께 주요 학업 과목에서 학생의 능력을 성장시키는 계획과 순차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 CTE 프로그램의 학생은 모든 다른 학생이 학습하는 도전적인 

학업 기준에 따른 수준이 높고 일관성 있는 내용을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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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프로그램은 연관된 코스와 인턴십 또는 대학 과목과 같은 

캡스톤 경험을 순차적으로 이루어 나아갑니다.  

 

(3) 커리어 준비 진로의 일부로써 MCPS 는 인턴십과 견습 등과 

같은 업무를 통한 학습 경험을 장려합니다.  

 

(4) 많은 프로그램은 학생을 산업/전문 자격증 취득으로 이끕니다.  

 

b) MSDE에서 규정한 커리어 군에 추가로 MPCS는 산업의 필요, 학생의 

관심, 직원과 시설 여부에 따라 추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9. MCPS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 해당하는 곳, 개발과 적용에 관해 

지역 노동력 개발 기관과 지역과 지방 산업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상담합니다.   

 

a) 활동적인 파트너십관계는 지역 고용의 기회와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과 Montgomery 카운티의 경제개발의 필요를 확대해주며 동시에  

MCPS 학업 프로그램과 적절한 기준, 교과과정 확인, 현재의 

테크놀로지와 장비, 산업분야에서 인정하는 커리어 자격증 간의 협력 

을 육성해줍니다.  

 

b) MCPS는 상업, 정부기관, 단과와 종합 대학 그리고 커뮤니티 그룹과의 

파트너십과 협력 프로그램을 추구하여 고등교육과 작업기반 학습의 

기회를 알아보고 확인하여 촉진하게 합니다. 이에는 트레이딩 

파운데이션이 포함(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됩니다.  

 
D. 바라는 결과 

 

모든 학생이 학생의 필요와 관심에 맞추어 지금 현재나 미래에 수요가 많을 

산업분야에서 높은 기술을 요구하고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커리어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과 트레이닝의 기회를 경험함과 동시에 주요 능력,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졸업하는 것입니다.   

 
E. 전략의 시행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이 정책 시행을 위한 규정을 개발합니다.   

 
F. 검토와 보고 

 

이 정책은 교육위원회의 정책평가 절차에 따라 검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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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very Student Succeeds Act (P.L. 114-95); Strengthening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Act (Reauthorization 

of the Carl D. Perkins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Improvement 

Act of 2006) (P.L. 115-224); Maryland College and Career 

Readiness and College Completion Act of 2013 (SB740, 2013);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Career and 

Technology Education Programs, §21-101 and §21-201-204;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04.02.01-.06; Montgomery County 

Board of Education Resolution No 25-04 

 

 
정책사 :  Resolution No 609‑72, 1972년 10월 10일, Resolution 333‑86에 따라 개정, 1986년 6월 12일, Resolution No 458‑

86, 1986년 8월 12일, Resolution No 518‑86, 1986년 9월 22일 적용; 1998년 3월 갱신; Resolution No 251-19, 2019년 4월 

9일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