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수준 높은 교육을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Brenda L. Wolff
의장
5지구

Karla Silvestre
부의장
교육구 전체

우리의 미션
Montgomery County 교육 위원회는 카운티의 공식
교육정책 결정 기관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카운티 내
모든 공립학교의 지도와 행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지역사회가 지지하는 목표와 정책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다양한 학생들에게

Judith R. Docca
1지구

혜택을 제공하는 리소스를 갖춘 수준 높은 교육구
유지를 위해 지도 및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4년 임기인 7명

Shebra L. Evans
4지구

의 카운티 대표와 학생들이 선출한 일 년 임기인 학생
대표로 구성됩니다. 교육위원회 임원은 전 카운티에서
선출되며 교육구 전체 또는 의원이 거주하는 교육구

Lynne Harris
교육구 전체

내에서 선출됩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는 각 학생에게 최상의 공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갖도록

Patricia B. O’Neill
3지구

유도합니다.
본 책자는 교육위원회가 어떻게 공교육에 관여하며

Rebecca K. Smondrowski
2지구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를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의무를 통해 알려
드립니다.

Nicholas (Nick) Asante
학생의원

Jack R. Smith, Ph.D.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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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위원회 분과

자문위원회

5개의 분과 위원이 있습니다. 분과와 분과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다음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해 관련자와의 커뮤니케이션과 참여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에서 가능한
시범 프로그램 시도 및 적용에 관한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과 연결, 참여를 식별합니다.
Shebra L. Evans (분과장)
Nicholas Asante
Karla Silvestre
Rebecca K. Smondrowski

재정관리 분과

교육위원회 행정예산과 학교보수 및 재건축을 포함한
도시향상 프로그램, 교직원 계획 및 배치를 포함한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의 재정, 도시
계획,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감사합니다.
Lynne Harris (분과장)
Judith R. Docca
Patricia B. O’Neill

정책 관리 분과

교육감과 교직원과 함께 교육위원회에 제시할 정책의
초안을 개발 및 작성합니다.
Patricia B. O’Neill (분과장)
Nicholas Asante
Judith R. Docca
Rebecca K. Smondrowski

특수 프로그램 분과

특수교육, 영재 지도, 대체 프로그램, ESOL, 외국어
프로그램에 관한 사안 및 지도 프로그램을 검토합니다.
Rebecca K. Smondrowski (분과장)
Judith R. Docca
Karla Silvestre

전략 계획 분과

학교 행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하는 지역
토론회를 개최하고 장기 계획안의 방향을 평가하며
교육위원회에 추천할 정책계획을 작성합니다.
Karla Silvestre (분과장)
Lynne Harris
Shebra L. Evans

윤리위원회, 진로와 과학기술교육 협력 위원회와
교육구 평가 위원회

회의일정
위원회 회의일정은 교육위원회 웹사이트(www.
montgomeryschoolsmd.org/boe)에 게시됩니다.
일반인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만 토론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육위원회 역할과 의무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는 Education Article
of the Annotated Code of Maryland와 Title
13A of the Code of Maryland Regulations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기본 의무는
다음을 포함한 교육구 내 학교의 전략계획을 돕는
것입니다.
1.	교육구 교육감 선정 및 임명
2. 정책작성 및 해석
3. 행정 및 도시계획 예산 승인
4.	교육적인 결정 및 학군과 중요 재산 및
재정적 사항 결정(허가된 법적 합의를
포함)
5.	교과과정 가이드 및 학습과목의 수립
6.	교육구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평가 및
행정관리
7. 학군 결정
8.	시민, 교직원,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9.	특정 결정된 이의제기에 대한 준사법적
기능
10. 입법 일정 촉진
11. 인사 임명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역할과
의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 교육위원회는 정책을 정하며 교육감은 정책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 교육감은 도시계획과 행정 예산을 책정하고
교육위원회는 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서
카운티 의회와 카운티 군수에게 제출합니다.
❖❖ 학부모님의 이의제기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의 결정을 재검토하기도 합니다.
❖❖ 교육위원회는 또한 인사 임명권이 있습니다.
교육감은 직원을 임명하며 전문능력개발을
제공합니다.

의견 제시자는 회의 전 발표할 내용을 이메일
(boetestimony@mcpsmd.org) 또는 팩스(301279-3860)로 보내시거나 회의 전에 교육 위원회
사무실에 직접 제출해 주십시오.
특별 공청회에서는 연간행정예산, 도시계획예산,
학군 책정에 관한 의견을 듣습니다.
공청회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청회 일정은 가능한 경우 한 달 전에
정해집니다.
2. 공청회 안내와 온라인 등록에 관한 정보는
교육위원회 웹사이트를 봅시다.
(www.montgomeryschoolsmd.org/boe/
community/participation.aspx)

❖❖ 교육위원회는 부동산의 법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계약에 참여합니다. 교육감은 계약에
따른 물품과 서비스 공급을 감시합니다.

예산과정

교육위원회 회의와 회의 참석

도시향상예산
6월 1일까지
학군 담당자는 교육감에게 학군 내 학교가 제시한
안건에 대한 해결책, 우선순위, 우려사항을
제출합니다.

교육위원회는 한 달에 2회의 업무회의가
있습니다. 전일 회의는 2번째 화요일이며 저녁
업무회의는 전일 회의 후의 2번째 월요일에
개최됩니다.
회의 장소는 Maryland주, Rockville에 있는
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입니다.
회의 안건과 회의 자료는 교육위원회 웹사이트를
봅시다. www.montgomeryschoolsmd.org/boe/
meetings/index.aspx#calendar.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경우, 온라인으로
사인업하시기 바랍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boe/
community/participation.aspx
이 양식은 회의 전 금요일, 오전 9시부터
교육위원회의 예정된 회의 전, 월요일 오전 9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는 의견제시를 위한
시간대 예약을 교육위원회 공청회 시작 최소 15
분 전까지, 소정의 서류에 서명을 할 경우, 지정된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해 학교행정의 행정예산과 도시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10월 초
교육감은 등록 및 건물계획에 관한 공청회를
교육위원회 임원들과 함께 갖습니다.
10월 중순
교육감은 학군 연구검토 결과와/또는 전년도 봄에
시행한 기획 연구를 발표합니다.
11월 초
교육감은 추천 도시향상 6개년 계획(Capital
Improvements Program-CIP) 또는 개정안과
일 년 도시향상계획 예산을 발표합니다.
11월
교육위원회는 업무회의를 통해 학군에 관한
대체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또한 11월 말 의사결정 전 제시된 건물과 학군에
관한 공청회를 갖습니다.

12월-1월
카운티 군수는 교육위원회가 제출한 CIP를 검토
하고 카운티 의회에 전달합니다.

6월 1일
카운티 의회는 교육구 예산의 각 주 항목에 적절한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2월-5월
카운티 군수가 요청한 CIP를 검토합니다.

6월
교육위원회는 카운티 의회의 결정과 지출 우선
순위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최종결정에 예산을
조정합니다.

봄
교육감은 겨울 경계 연구 및 연기 항목(있는 경우)
에 대한 권장사항을 발표합니다.교육위원회는
권장되는 겨울 경계 연구(있는 경우)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작업 세션과 청문회를 개최
합니다.
5월
카운티 의회가 CIP와 도시향상 예산을 승인합니다.
*메모:12월-5월 초—메릴랜드주 CIP에 관한
청문회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행정 예산
12월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에 추천예산안을 제시합니다.
1월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의 추천예산에 관한 추가
정보와 교육위원회가 고려하는 안건 조정을 위해
공청회와 업무회의를 갖습니다.
3월 1일
교육위원회는 카운티 의회와 군수에게 매년 3월
1일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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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교육구의 새 행정예산 발효일

민원제도-교육위원회 사무실이
여러분을 돕는 방법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가 임명한
민원담당관인 행정감찰 담당관(ombudsman)
이 -특히 정식 해결과정이 없을 경우-독립 또는
중립자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행정감찰 담당관은 여러분의 승인하에 모든 파일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교육청 직원은 모두
행정감찰 담당관에게 협력해야 합니다.
행정감찰 담당관은 공식 이의제기에 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케이스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감찰 담당관과의 연락은 240-740-3030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