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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정책 
BOARD OF EDUCATION OF 

MONTGOMERY COUNTY 

 

관련 항목:   CGA-RA, JEA-RA 

책임 부서:  Chief Operating Officer 

 

 

 

학사일정(School Year Calendar) 
 

 

 
A. 목적 

 

이 절차는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의 교육적 관심과 행정적 필요를 위해 앞으로 책정하게 될 각 

학사연도 시작 전 학사일정을 개발, 적용, 공표하기 위해 책정된 것입니다.  

 
B.  고려사항 

 

학사일정(School Year Calendar)의 개발과 배부는 교습 프로그램의 지속적으며 

효과적인 전달을 돕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참여와 도움 학교활동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위해 학교 학사일정 정보를 모든 MCPS 학생, 학부모/후견인, 교직원과 

여러 커뮤니티원에게 제공됩니다. 학사일정은 다양한 MCPS이해 관계자로부터의 

의견을 포함하여 개발합니다.  

 

학사일정은 교육구의 개학일과 종료일을 관장합니다. 교육감/대리인이 이를 

개발하고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며 MCPS 커뮤니티와 일반에 학사일정 시작 전에 

이를 공표합니다.  

 
C. 입장 

 

교육위원회의 승인할 추천 학사일정을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교육감/대리인은 

다음을 포함 그러나 이에 제한하지 않고 다음을 포함한 MCPS의 다양한 교육적 

관심과 행정적 필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최소 교습일과 크레딧 시간 요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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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yland 법은 최소 180일과 함께 고등학생의 경우,최소 1170시간, 초등과 

중학생의 경우 1080시간의 교습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궂은 날씨와 비상 시의 만일의 사태 

 

학사일정 은 궂은 날씨 또는 타 교육구 전체의 비상 상황으로 휴교할 경우를 

대비하여 Maryland법의 최소 시간 이상의 충분한 날짜를 포함해야 합니다. 

 

3. 교직원 전문성 계발의 날(Professional Days)과 조기 하교의 날(Early Release 

Days) 

 

학사일정은 휴교일, 학생은 휴교하는 교직원의 업무일, 또는 학생이 다음 

이유로의 학생 조기 하교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a) 교직원 전문성 계발의 날(Professional Days)과 조기 하교의 날(Early 

Release Days) 

 

(1) 전문적 학습 커뮤니티(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PLC) 

시행 

 

(2) 최고의 교습 전략과 가장 좋은 적용의 협업 

 

(3) 학생의 데이터를 검토하고 학생의 성취와 교습과 학습 과정에 

관련된 특정 활동에 초점 

 

(4) 학습 활동을 계획하고 성적표를 준비하기.   

 

b) 조기 하교일을 중간 성적 채점 보고와 계획 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후견인 면담 등의 목적을 위해 학사일정에 잠정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은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의 권한을 

교육위원회에게 지정받았습니다.  

 

4. 평가시험 스케줄에 따르기 

 

학사일정은 연방, 주, MCPS와 타 평가시험 계획에 따라 계획되어야 합니다.  

 

5. 주법에 따른 학교 의무 휴교일 

 

Maryland 주법에 따라 학교는 다음 공휴일에 학생의 교습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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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추수감사절과 다음 날 

 

b)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1월 1일까지  

 

c) 마틴루터 킹 주니어 기념일 

 

d) 대통령의 날 

 

e) 부활절 전 금요일과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 다음 월요일 

 

f) 미국 현충일 

 

g) 예비 선거와 총선거일 

 

6. 봄방학과 겨울방학 

 

학사일정 에는 12월 말부터 1월 초와 3월 또는 4월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교습시간으로부터 쉬는 날을 제공하기 위한 몇 일의 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휴교와 동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7. 대통령 취임일 

 

대통령 취임일이 학교 수업일에 해당할 경우, 이 날을 학사일정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 예를 들어 개학일과 휴교일, 대통령 취임일 요일, 학사연도 

내의 다른 의무 공휴일 등을 고려하며 MCPS 교육구의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8. 기타 행정적 필요와 교육적 관심  

 

교육위원회는 학교가 다른 교육적 관심이나 행정적 필요를 촉진하기 위해 

다른 날의 휴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a) 예를 들어, 각 케이스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만, 만약 충분한 

대리 교사를 확보하고 고용하기 어려우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또는 

효과적이며 의미 있는 교습 제공 중단을 피하기 위해 등 교육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거나, 학교환경의 안전을 육성해야 할 경우 

등 해당 날이 교육구 전체 또는 상당한 학교의 교직원 그리고/혹은 

학생의 높은 결석률을 보이는 경우, 모든 학교를 휴교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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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aryland 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날 이외를 휴교하기 위해, 교육구는 

행정적 필요와 위에 나열한 교육상의 중요 등과 같은 신성한 목적으로 

휴교를 결정해야 합니다.  학생의 종교적 공휴일의 준수는 Maryland 

법에 따라 인정된 결석(excused absence)입니다.  

 
D. 바라는 결과 

 

MCPS는 교습과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 전문성 개발의 기회, 학생의 학력 향상에 

초점을 둔 교습 전략의 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학사일정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E.  전략의 시행 

 

1. 학사일정의 채택  

 

교육감은 교육감/대리인이 이를 개발하고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며 MCPS 

커뮤니티와 일반에 학사일정 시작 전에 이를 공표합니다.  

 

a) 매해, 교육감/대리인은 다음 학사연도 추천 학사일정 개발을 

감독합니다. 교직원은 이웃 교육구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부터의 의견을 구합니다.  

 

b) 가을 초 전까지 다음 학사연도 추천 학사일정을 교육위원회 Policy 

Management Committee에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c) 12월 말 전까지, 교육위원회는 추천 학사일정를 적용하게 됩니다.  

 

d) 학사일정은 필요한 경우,  적용 후에의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우발적 학사일정의 채택 

 

연례적으로 학사일정을 승인하는 것에 더하여, 교육위원회는 위에 열거한 

최소 주 요건일을 초과했을 경우, 학생의 교습일을 위해 우발적인 학사일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학사일정의 유포 

 

교육위원회가 우발적 학사일정을 포함한 학사일정을 승인하면, 

교육감/대리인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 친근한 형태로 교육구 

학사일정을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사일정은 타 학교와 커뮤니티의 일정을 

혼합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후견인과 커뮤니티 주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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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CPS 웹사이트에 있는 

학사일정은 Montgomery County Executive의  Faith Community Working 

Group가 Montgomery 카운티 주민의 특정 종교일, 민족/인종과 문화적 유산의 

날을 포함하여 작성한 기념일(Days of Commemoration)로의 링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학교 자체 달력 

 

각 학교는 학사연도 학사일정에 따라 작성된다면 특정 행사와 고등학교 

졸업식 등과 같은 특정 커뮤니티 특유의 여러 활동을 알리는 학교 자체 

달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F.  검토와 보고 

 

이 정책은 교육위원회의 정책평가 절차에 따라 검열됩니다. 

 

 

관련 자료: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7-103;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02.01.04;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Guidelines for Respecting Religious Diversity.  

 

 

 
정책 역사:   새 정책, 2015년 10월 26일 No.472-15 결의안에 따른 채택; 2019년 11월 12일 결의안 번호 560-19에 따라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