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보고서
지역사회용

ROCKVILLE, MARYLAND

교육위원회
Mrs. Patricia B. O’Neill
의장

Mr. Michael A. Durso
부의장

Mr. Christopher S. Barclay

비전

Dr. Judith R. Docca

우리는 각 학생에게 최상의
공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배
움을 즐기는, 교육에 대한
열정을 유도합니다.

Mr. Philip Kauffman

사명

Ms. Dahlia Huh

모든 학생이 대학 및 커리어
에서 성공하는 학력, 창조
적인 문제해결능력, 사회성
및 정서조절능력을 갖도록
합니다.

학교 행정

Ms. Jill Ortman-Fouse
Mrs. Rebecca Smondrowski
학생의원

Mr. Larry A. Bowers

임시 교육감(Interim Superintendent of Schools)

핵심 목적
모든 학생이 자신의 미래에
서 성공을 이루어 나아가도
록 준비시킵니다.

핵심가치
학습
관계
존중
우수함
공평

Dr. Kimberly A. Statham

Deputy Superintendent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Dr. Maria V. Navarro
Chief Academic Officer

Dr. Andrew M. Zuckerman
Acting Chief Operating Officer

850 Hungerford Drive
Rockville, Maryland 20850
www.montgomeryschoolsmd.org

—— 서론 ——

지역사회를 위한 연차보고서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MCPS)는 교육구이자 커뮤니티입니다.
MCPS는 우리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오늘, 내일 그리고 미래를 준비시켜주는 교육을 함께 제공하고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의 모임, 커뮤니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핵심 목표:
모든 학생이 자신의 미래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입니다.
2013-2014년도 연차보고서에 있는-우리 교육구의 변화 요소, 성취도 차이를 줄이고 21세기에 준비된
인재로 성공하기 위한 전략, 진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행정 데이터와 학생 성취도 데이터 등의 내용은
우리 교육구, MCPS 스토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오늘의 MCPS 그리고
미래의 MCPS를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교육구의 우수한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만나보실 것입니다.

전략 계획 프레임워크를
우리 업무에 적용하기
‘전략 계획의 프레임워크 — 함께 구축해 나아가는
우리의 미래: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교 커뮤니티’는
학교가 혁신적이며 사료 깊게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성취도의 차이를 줄이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대치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채택 한
공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가치인 다섯가지의
핵심가치: 학습, 관계, 존중, 우수, 공평 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21세기에 학생들이 갖추어
야 하는 세 가지 핵심능력- 학업의 우수함, 창의적 문제
해결, 사회 정서적 학습-과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기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이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 MCPS
교직원이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교육구의 우수한 행정으로의 계속적인
헌신에 대해서도 확실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학생들이 21세기로 육성해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의미 있는 이정표’로 사용합니다. 모든
학교는 비전과 미션 그리고 전략적 계획 프레임워크의
주요 가치에 따라 작성된 각 학교의 향상계획이 있습니다.

사용되는 데이터는 학생의 교육 여정 진행과정을 모니터
하기위해 3학년, 5학년, 8학년, 9학년 그리고 졸업데이터,
이는 지역사회 여러분들을 위한 2014년도 요약 연차보고서입니다. 데이터 표와 멀티미디어 등의 추가 설명이 있는
요약되지 않은 연차보고서는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연차보고서에는 스마트폰이나 다른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연차보고서 웹사이트의 해당 부분으로 연결해주는 QR 코드가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2014학사년도
연차보고서는 교육청 웹사이트 www.montgomeryschoolsmd.org에서 “annual report”로 검색합시다.
www.montgomeryschoolsm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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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이끄는 요소
인종, 민족, 성별, 경제적 신분, 언어 습득수준, 장애 여부에 따라
학업에서의 성공이 결정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학생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 전략 계획의 프레임워크 —

성장

성취도 차이 최소화

MCPS의 등록 학생 수는 지난 6년간, 약 14,000명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8개의 초등학교를 채울 수 있는 인
원수입니다. 우리 교육구에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님
들이 많아지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 인원 수 증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소와 리소스 제공에 문제를 야기해
줍니다. 등록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MCPS 학생들은 메릴랜드 주와 전국의
또래 학생들과 비교해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의 성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구 학교에서의 성취도와 기회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MCPS와 교육위원회는 이
성취도 차이를 없애, 모든 학생들이 대학과 취업에 준비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등록 증가
지난 7년 동안, MCPS는 학생이 매해 2,000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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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준비
노동력에 대한 요구가 바뀌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높은 학력 및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창의적이며 협동적이고 또한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앞으로 발전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정서적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2015

* 프로젝트 성장

빈곤도 증가와 언어교습의 필요

필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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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
학생 수

더 많은 학생이 MCPS에 자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도움을 받고자 MCPS에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년간, 무료/할인 급식(Free and Reducedprice Meals-FARMS)과 영어 외 언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
교육(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ESOL)
대상 학생의 수는 극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MCPS는
학생 수 증가에도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교습과 도움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헌신하고 있습니다.

FARMS(무료/할인급식)와 ESOL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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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ê—————

주요 과목의 주 기준(CCSS)과 PARCC
주요 과목의 주 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CCSS)은 국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영어/
언어영역과 수학 기준으로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CCSS는 주요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CCSS
기준은 고등교육과 직업에서의 필요한 실력에 맞추어
작성되었습니다.
주, 전국 교육구와 같이 MCPS는 지난 몇 년간 이
CCSS의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습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교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교사들을 트레이닝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 2.0은
CCSS에 전적으로 일치하는 교과과정입니다. CCSS와
커리큘럼 2.0을 자세히 보면, 이 교과과정이 전문성
개발과 교사 트레이닝에 큰 투자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5년 봄부터, Maryland 공립학교 학생들은 새로운
평가시험, 주요 과목 주기준에 따른 평가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러 주가 연합하여 결성된 대학 진학과 취업
준비 평가시험 연합(Partnership for Assessment
of Readiness for College and Careers-PARCC)의
평가시험이 영어/독해와 수학을 수강하는 3학년부터

두 번의 교육구 전체를 대상으로하는 PARCC 평가시험
설명회의 밤에 900명 이상의 학부모님이 참석하였습니다.

8학년 학생들과 대수 1, 대수 2, 영어 10을 수학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자세한 안내

주요 과목의 주 기준: www.corestandards.org/
MCPS 커리큘럼 2.0:
www.montgomeryschoolsmd.org/
curriculum/2.0/
MCPS PARCC 웹사이트:
www.montgomeryschoolsmd.org/curriculum/
parcc/

집중조명
—————ê—————

STEVEN KATZ
Westland Middle School 교사
'Common Core 수학은 수학적 개념을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Steven Katz 선생님이 MCPS
커리큘럼 2.0을 학생 교습에 어떻게
연결하는지 함께 들어봅시다.

www.montgomeryschoolsm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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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도 차이 줄이기
모든 학생이 대학 및 커리어에서 성공하는 학력, 창조적인 문제해결능력,
사회성 및 정서조절 능력을 갖도록 합니다.
— 전략 계획의 프레임워크 —

행동의 긴급성
아마도 미국 내의 어떤 교육구도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만큼 성취도 차이 줄이기에 헌신하는
교육구는 없을 것입니다. 이 헌신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인종별 분류 그룹 간의 성취도 차이는 졸업률, 자퇴율,
높은 수준반(AP와 IB)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는 아직도 성취도의 차이가
계속 존재하거나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공평함은 우리의 중요한 핵심가치 중 하나입니다. MCPS는
학생의 학업 결과가 인종, 민족, 또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
의해 예측되지 않도록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취도 차이를 줄이는 것에 대한 시급함이 존재 해
왔습니다. 그러나 MCPS가 더욱 다양성이 존재하는 학군
으로 성장하면서 더욱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시스템, 각 학생의 필요를 알고 충족해주는 학교에서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MCPS는 교육구로서 학교의 향상
노력을 돕기 위해 5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구의
업무는 이 전략을 통한 전략적 계획 프레임워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전략 1

높은 학업에서의 기대치와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는 교습—기대치가 높은 교과과정과 다양한
문화를 의식하는 교과과정과 교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용합니다.
핵심 전략 2

합리적 예산과 도움—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학교에 더 많은 리소스와 도움을 제공합니다.
핵심 전략 3

인력 자산관리— 공교육에서의 최고의 교직원을
고용, 관리, 개발합니다.

인구분포의 변화
153,852

160,000
125,313

학생 등록 수

94,318

80,000

지역사회와의 연계—학생의 성공과 높은 성취를

14% 아시아계 21,832

위해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며 학부모들과
연계를 강화합니다.

22% Da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33,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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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120,000

31% 백인 47,664

1976

1982

1988

1994

2000

핵심 전략 4

2006

2014

* * 새로운 인종분류- 두 가지 이상의 복합 인종 4.7% (7,202)

성취도 차이줄이기에 한 가지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는 우수한 교습과 학습 그리고 종합적인 도움과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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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전략 5

운영에서의 우수성과 계속적인 향상—세계적인
우수한 수준의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계속
적인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집중조명
—————ê—————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
MCPS, 우리 교육구만의 힘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필요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MCPS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다른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지역사회 기관들과 서로 협력하여 공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십 중 하나는 Excel Beyond the
Bell(EBB)입니다. Montgomery County Recreation Department 및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EBB는 낮은 비용으로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CPS는 또한, 우리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돕고 변호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힘을 복돋아 주고 있습니다. 2014년 5월에 MCPS는 제1회 특수교육 서밋을
주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부모님을 위해 자료
와 정보, 전문인력을 제공합니다.

집중조명

SANDRA RODRIGUEZ KELLEY 씨
학부모 교육자
Capt James . Daly 초등학교

15년 이상을 MCPS는 빈곤도가 높은
초등학교에 추가로 예산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Capt. James Daly 초등학교의
Nora DietzNora Dietz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은 학교의 주요 문제가
학부모들의 참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이 추가예산으로 학부모
교육자를 고용하기로 하였습니다.

—————ê—————

SAIDA HENTATI 씨
학부모/지역사회 담당관
MCPS는 영어 이외의 언어가
모국어인 학생들의 영어학습
(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ESOL) 프로그램을 통해
약 2만 명의 학생을 돕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업에 필요한 영어 습득을
도와주고 성공적인 학교, 직장 더 나아가
고등교육성취에 필요한 학업 영어 습득과
개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영어학습 학생을 위한
교육은 ESOL 교사와 담임교사, ESOL 카운슬러와 학부모 담당관 그리고 MCPS
교직원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Saida Hentati씨와 같은 학부모/지역사회 담당관은 ESOL 학생의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연결하도록 도와주어 궁극적으로 학생의 성취도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MONICA COLBERT 선생님
수학 포커스 교사
Forest Oak 중학교

Forest Oak 중학교 Monica Colbert
선생님은 수학과 수학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선생님은 MCPS 중고등학교 전체에
배치된 50명의 포커스 교사 중 한
명입니다.

MCPS의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Sandra
Rodriguez Kelley 선생님과 Monica Colbert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지역사회 담당관 Saida Hentati씨한테 들어봅시다.

www.montgomeryschoolsm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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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기술과 지식
개요
—————ê—————

세계는 변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도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이며 우리 학교에도 더 많은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학문적 지식은 우리가 매일하는 공부의
중심입니다만 우리 아이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여 일할 수 있어야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실생활에서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략적 계획
프레임워크가 우리 학생들이 ‘미래로 육성해 나아갈 수

우리 교직원은 모든 학생에게 높은 기대치를 적용해야
하며,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교습하고, 학생들에게
맞는 의미 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차이
와 도움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
논리적이며 창의적으로 복합적이고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21세기 미래의 직장에서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우리 학생은 실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어 졸업을 해야 하며, 정보를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자신의
창의성을 풀어줄 강력한 도구인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교사, 교우 등과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MCPS는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학습에서의 주도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 및 정서 교육

있도록 해주는 세 가지 주요 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입니다.

학업적 우수성
우리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성공을 위한
준비가 반드시 되어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도전이 되는 높은 수준을 가르치고 기대치가
높은 반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문학과 언어, 수학과 같은
주요 과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지식을 여러 다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관심 있는 분야를 탐구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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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교육 제공에서의 주요 요소는 학생의 건강과
안녕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회복력이
강하고 자아의식이 있으며, 다양성에 가치를 두고 이를
존중하고, 좋은 사람이자 좋은 시민으로 건설적이며
건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MCPS 교직원은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보호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학생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회복력이
강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모범이 되어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집중조명

학생의 성공 돕기

—————ê—————

작년도 Children’s Defense Fund는
힘든 환경을 이겨내 성공적인 미래를
이끌고 있는 두 명의 MCPS 학생에게 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이 두 학생에게 학교는
자신의 학업 성공에서 그리고 사회성과
정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21세기 학습환경조성을 위한 테크놀로지 사용
MCPS 과학기술 주도안은 교실에 기계를 도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학생이 탐구하고 다른 학생들과 협동하며 넓게 퍼져있는
학습의 기회와 연결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13-2014 학사연도
동안, MCPS는 모든 건물에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설치를 포함한 각

학교의 테크놀로지 기반시설을 갱신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MCPS는
2014년 21세기 학습공간 테크놀로지 주도안을 시작하였습니다.

MONICA CHICA 양
Poolesville 고등학교 12학년
Children’s Defense Fund 장학금 수상자
Scholarship Award

학업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을 위한 기회
MCPS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재능,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선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국제학사학위 프로그램
(International Baccalaureate:IB)에
재학 중인 Yizhen Zhang 양은 인텔
과학경시대회에서 최종우승자로 선발
된 MCPS 학생 중 한 명입니다.

HALLY MORENO양
John F. Kennedy 고등학교
Children’s Defense Fund 장학금 수상자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12학년, Yizhen Zhang 양

www.montgomeryschoolsmd.org

21세기 학습환경 테크놀로리
주도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MCPS 학생들의 비디오
스토리를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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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조직
개요
—————ê—————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는
우수한 행정과 학생들에게의 서비스로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교실, 창고, 학교 사무실 여러 곳에서
일하고 있는 우수하며 또한 헌신하는 행정직원 덕분에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
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이나 영어학습자인 학생들에게의 교습과
도움을 교사와 직원들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MCPS의 기반은 효과적인 행정입니다.

집중조명
—————ê—————

WOW 트럭을 운전하는
GEORGE KELLY씨
MCPS는 우리 교육구의 학교와 각 교실에서
학생이 필요한 모든 교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George Kelly 씨가
노래를 부르며 교재를 가득 실은 트럭을 몰고 옵니다.
Kelly 씨는 Warehouse on Wheels(WOW) 트럭의
운전기사입니다.
MCPS는 47만 개 이상의 영양가 있는 아침, 점심, 저녁을
학생들에게 매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행정을 위한 우리들의 헌신은 우리 교육구에게
안전하게 10만 명의 학생을 학교에 매일 데려다주고
올 수 있도록 하며, 47만 개의 영양가 있는 아침, 점심,
저녁을 학생들에게 매주 제공하도록 하고, 202개 학교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우리 교사가 필요한 교재와 자료를
갖추도록 해줍니다.
지난 10년 동안, MCPS는 100개 가까운 건축 프로젝트를
마쳤으며 교육구에 교실이 필요한 곳에 교실을 추가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그리고 예산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우리의 준전문직 직원들은 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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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E KELLY 씨
“저는 제 직업을 사랑해요. 저는 제 차가 서는 모든
곳을 사랑합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용기의 말과 힘이 되는 말이 있답니다."

집중조명
—————ê—————

환경 수호자로서의 역할
우리는 모든 MCPS 학생이 환경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MCPS는 또한, 환경지킴이 역할을 하며 탄소를 줄이기
위한 운동을 계속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보호를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건축 프로젝트는 친환경 건축이며
친환경인 건축자재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유출량을 줄이기 위한 식물성 지붕
¡¡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열을 이용한
온난방 시스템

MCPS 무대 뒤 일꾼들

¡¡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한 큰 창문

MCPS는 Rockville시와 Gaithersburg시를 합한

MCPS는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통해 2003
년 이후 열량 사용량을 12% 줄였습니다. 교육구
전체의 절약, 재사용, 재활용의 노력을 통해 MCPS의
쓰레기를 11% 줄였습니다.

인구수보다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봉사하고 있습
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이렇게도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효과적인 교통
시스템과 우수한 급식을 제공하는 전문 인력의
헌신과 협력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며, 멋진 건물을
짓고 깨끗하게 관리 유지하기 때문이며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재와 자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매일 무대 뒤에서 일하는 많은 MCPS 교직원 팀은
우리 아이들 옆에서 피곤을 모르고 우리의 주요
목적, 우리 학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MCPS가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MCPS의 무대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www.montgomeryschoolsm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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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향상
개요
—————ê—————

MCPS는 계속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데이터와 정보를 사용하여 우리는 계속 무엇에
대해 일해야 하며 모든 수준에서 변해야 하는 곳이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성 성장 측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우리 교직원의
성장을 모니터하고 향상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탄탄한 데이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우리
학교와 교육구의 건강을 모니터하고 그 결과에 또한,
책임을 집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금보다도 더 우수한
교육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 지원 및 개선 프레임워크
성공적이며 좋은 학교와 교육구가 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대치에 대한 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학교 지원 및
개선 프레임워크(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Framework-SSIF)의 배경입니다. SSIF는 4가지 주요
분야에 대한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4가지
분야는 리더십, 시행, 지각, 학생 결과입니다.
데이터와 정보를 각 분야에 적용하여 각 학교의 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향상되어야 하는 부분은 어디인지를
찾아냅니다. 데이터와 정보의 튼튼한 조합은 교육청과
학교에서의 리더십이 함께 일하도록 하며 개별화된 도움과
향상 계획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집중조명
—————ê—————

MCPS에서의 리더십과 전문성 개발
전문성 개발은 계속되는 향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기준과 평가시험 적용과 함께 우리 학생과
교사를 향한 기대치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을 연마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전문적 학습의
기회는 학교와 교육구에서 연중 계속 제공됩니다.
우리의 집중적이며 효과적인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중에는 여름에 실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2014년 7
월에 900명의 MCPS 교직원이 함께 교습방법 향상과
모든 과목에 문해능력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학교 지원 및 개선 프레임워크:
www.montgomeryschoolsmd.org/info/ssif/

MCPS 공개 데이터
MCPS는 실적과 성과, 예산, 시설에 대해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OpenDataMCPS 포털사이트를 통해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https://data.montgomeryschoolsm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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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서포트와 향상
프레임워크와 MCPS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행정 예산
다년 예산 전략
예산은 돈 이상의 것입니다. 예산은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의 반영입니다. 지난 3년간, MCPS는 다년 예산
전략을 통해 다음을 이루었습니다.

¡¡ 계속 증가하는 학생 수를 관리하며 학생의 많아
진 필요를 채웠습니다.
¡¡ 주요 분야에 투자하여 성취도의 차이를 좁히고
궁극적으로는 차이를 없앴습니다.
¡¡ 21세기에 성공적인 사람이 되도록 학생들을
준비하였습니다.
MCPS 예산의 1불당 80% 이상이 교실에서의 교습에
사용되며 나머지 중 14%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도움을
제공하는 보조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우리 교직원들은
우리 교육구의 힘입니다. MCPS 예산의 1불 중 90%
이상이 우리 교직원, 보조교사, 행정 교직원에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Montgomery 카운티는 공교육을 우선 사항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구와 학교는 우리 커뮤니티의
긍지입니다. 이것이 지난 세월 동안(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도) 우리 시민들이 학교와 교육구에 들인 투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는 좋은 교육시스템이
Montgomery 카운티의 미래를 굳건하고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큰 도움이
필요한 우리 교육구 내 학교들에게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투자해온 분야 중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학과 언어/읽고 쓰는 능력
50명 이상의 교사를 도움이 특히 필요한 중고등학교에
배치하여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교습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
영어 이외의 언어가 모국어인 학생의 영어교습을 위해
교사와 교사훈련, 도움을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서비스
특수교육 개별교육 프로그램(Individual Education
Programs-IEP)의 학생들의 다양한 도움을 충족하기 위해
교직원, 트레이닝,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투자하였습니다.

학생보조서비스
학생들의 학업과 사회 및 정서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카운슬러, 학교 심리학자, 학생지도 담당관을 추가로
고용하였습니다.

교사 리서십
우리 지도자급 교사들이 학교 교직원들에게 전문성 개발,
코칭과 멘토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MCPS 행정 예산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budget/

지난 3년간, 인상된 우리 예산의 대부분은 학생 수가
증가한 MCPS를 유지하고 진행 중인 일들을 계속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을 두 분야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취도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과 21세기
직업 시장의 새 기대치에 맞도록 학생들을 도와주는 주요
분야에의 새로운 투자가 포함된 다년 예산 전략을 계속
이루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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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계속
교육행정예산 자금 출처 및 자금 사용처

기업 예산
$60.4 3%

2014 회계연도
교육행정예산 자금 출처

2014 회계연도
교육행정 예산 자금 사용처

수입합계=$2,225,421,052
(도표의 수는 100만 불 단위)

지출합계= $2,225,421,052
(도표의 수는 100만 불 단위)

자체보조 기업기금
$60.4 3%

MCPS 예산에서의 이월금
$26.9 1%

교육구 전체에 제공되는 지원
$50.5 2%
학교 보조 서비스
$304.5 14%

기타 $12.2 1%
연방정부
$72.7 3%

주
$605.0 27%
카운티
$1,448.2 65%

교습
$1,810.0 81%

학교 건축 예산
—————ê—————

학교 건축 향상 프로그램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교실 만들기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는 Maryland
주와 미 전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육구 중
하나입니다. 이 성장을 따라잡는다는 것은 오늘 그리고
앞으로 등록할 학생들을 위한 교실과 공간을 추가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10년간 MCPS는 11개의 새 학교를
개설하였고 수십 개의 증축, 재건축 프로젝트로 학교의
공간을 확장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예산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35개 이상의 건축 프로젝트를 포함한 학교건축 향상
6개년 프로그램(15.3억 불)이 2020-2021년도에 모두
완료될 예정이며 또한, 추가로 몇 가지 다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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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Wilson Wims 초등학교
학교건축 향상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봅시다.
www.montgomeryschoolsmd.org/에서 “CIP” 검색.

성과
성공측정

따라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는 교육구의

—————ê—————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학업 진도 측정(MEASURES OF

교육구 5대 이정표

ACADEMIC PROGRESS-MAP)을 더 많이 사용하기로

MCPS는 학생의 교육 여정 진행과정을 모니터하기 위해 3

시험으로 수학과 독해/영어의 연속적 능력을 중심으로

학년, 5학년, 8학년, 9학년 그리고 졸업 데이터를 5개의 ‘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MAP 평가시험은 컴퓨터로 보는 적응

의미있는 이정표’로 사용합니다. 학교와 교육청 부서에게
학생들의 성취도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 계획 개발 지표로
이 이정표와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행능력 목표를
설정합니다.

MCPS는 MAP 평가시험을 몇 년

동안 시행하여 교습과 습득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이터로
사용해왔습니다. MCPS는 현재 시행되는 새 버전이
주요 과목 주 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CCSS)에 따라 2013-2014학사연도에 교육구 기준치를

학업 진도 측정(MEASURES OF
ACADEMIC PROGRESS-MAP)

재설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독해/영어와 수학에 대한
습득과 높은 수준의 학습에 대한 연구도 마쳤습니다. 다음
도표는 3, 5, 8학년의 독해/영어와 5학년 수학에 대한 기본

3, 5,8학년 독해/영어와 5학년 수학
메릴랜드 주 평가시험(Maryland School Assessments-

데이터입니다.

MSAs)에서 대학 진학과 취업 준비 평가시험 연합

전반적으로 2014년도의 독해/영어에서 3, 5, 8학년 학생

(Partnership for Assessment of Readiness for

대부분은 기준을 충족 또는 높은 수준을 이루었습니다.

College and Careers-PARCC) 평가시험으로의 전환에

(75.2%-85.5%) 특수교육 수혜 대상과 인종 분포에 따라

2013–2014
독해/영어 3학년 습득수준

전체

무료/ l LEP l 특수교육
두 가지
아시아계
미국계인디언
인디언 l 아시아계
전체 l 남여 l 여 l 미국계
두 가지 이상의
인종 이상의
특수교육
l남
l 흑인 흑인
l 히스패닉히스패닉
l 백인 l백인
l 무료/할인급식
할인급식
인종

온라인 연례보고서에서 추가 데이터와 도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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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계속
2013–2014
독해/영어 3학년 높은 수준

l 전체 l 남 l 여 l 미국계 인디언 l 아시아계 l 흑인 l 히스패닉 l 백인 l 두 가지 이상의 인종 l 무료/할인급식 l LEP l 특수교육

차이가 각 학년마다 있습니다. 3학년에서 백인 학생은
89.4%, 히스패닉계 학생은 56.3%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무료/할인 급식 수혜 학생은 55.5%, 특수교육 학생은
38.5%, 영어학습자 중 정해진 습득 수준을 넘은 학생은

56.5%입니다. 5학년과 8학년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학생이 높아졌으며 기준치를 충족 또는 넘은 학생 도 높은
성과를 보입니다.

2014년 가을, GALLUP 관련도 설문조사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는 Gallup과 함께, 2012년에 교직원과 학생들 간의 연계도를 측정하고
결과를 교육구 향상에 사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MCPS 학생은:

53%

51%

65%

희망적이다.

연계되어 있다.

잘 자라고 있다.

미래를 향한 우리의 생각과 에너지를
통하여 모든 나이의 학생들로부터
노력, 학업성취, 학점이수 그리고
지식 유지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참여도와 열정은
학생이 자신에게 최선인 것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잘 알고
행하는지를 반영해줍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경험하는지는 우리 학생들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며 학생들의 미래의 성공을
예측하게 해 줍니다.

Gallup 설문조사에 대해서와 교육구 전체와 각 학교 결과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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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4
독해/읽기 5학년 습득수준

l 전체 l 남 l 여 l 미국계 인디언 l 아시아계 l 흑인 l 히스패닉 l 백인 l 두 가지 이상의 인종 l 무료/할인급식 l LEP l 특수교육

2013–2014
독해/영어 5학년 높은 수준

l 전체 l 남 l 여 l 미국계 인디언 l 아시아계 l 흑인 l 히스패닉 l 백인 l 두 가지 이상의 인종 l 무료/할인급식 l LEP l 특수교육

2013–2014
5학년 수학 습득수준

l 전체 l 남 l 여 l 미국계 인디언 l 아시아계 l 흑인 l 히스패닉 l 백인 l 두 가지 이상의 인종 l 무료/할인급식 l LEP l 특수교육

www.montgomeryschoolsm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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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계속
2013–2014
높은 수준의 5학년 수학

l 전체 l 남 l 여 l 미국계 인디언 l 아시아계 l 흑인 l 히스패닉 l 백인 l 두 가지 이상의 인종 l 무료/할인급식 l LEP l 특수교육

2013–2014
8학년 독해/영어 습득수준

l 전체 l 남 l 여 l 미국계 인디언 l 아시아계 l 흑인 l 히스패닉 l 백인 l 두 가지 이상의 인종 l 무료/할인급식 l LEP l 특수교육

2013–2014
높은 수준의 읽기/영어 8학년

l 전체 l 남 l 여 l 미국계 인디언 l 아시아계 l 흑인 l 히스패닉 l 백인 l 두 가지 이상의 인종 l 무료/할인급식 l LEP l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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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년까지 대수 1
2013–2014
8학년까지 대수 1 C 학점 이상

l 전체 l 남 l 여 l 미국계 인디언 l 아시아계 l 흑인 l 히스패닉 l 백인 l 두 가지 이상의 인종 l 무료/할인급식 l LEP l 특수교육

’대수 1 이정표’는 8학년을 마칠 때까지, 대수 1에서 C 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대수는 대학 진학과 성공적인 커리어로 이끌어주는 높은 수준의 수학 과목으로의 입문 과목입니다. 추가로 고등학교 입학
전인 8학년에서의 대수 수강은 고등학교에서의 높은 수준의 수학 과목 수강과 이에 따른 장기적인 혜택에 대한 리서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21세기 학습에 준비된 학생이 되도록 MCPS는 모든 학생에게 높은 수준의 수학 과목 이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9학년 영어
2013–2014
9학년 영어 C 학점 이상

l 전체 l 남 l 여 l 미국계 인디언 l 아시아계 l 흑인 l 히스패닉 l 백인 l 두 가지 이상의 인종 l 무료/할인급식 l LEP l 특수교육

‘9학년 영어 이정표’는 C 학점 이상으로 9학년 영어를 이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9학년에 진학하는 학생은 학업과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 과도기는 고등학교 전체를 좋게 만들거나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9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처음으로 졸업을 위해, 주요 과목에서 합격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MCPS
에서 졸업하기 위해서는 영어에서 4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영어 커리큘럼 과목들은 학생이 대학과 취업에 준비된 인재가
되도록 높은 요건과 기대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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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학년 수학
2013–2014
9학년 수학에서 C 학점 이상

l 전체 l 남 l 여 l 미국계 인디언 l 아시아계 l 흑인 l 히스패닉 l 백인 l 두 가지 이상의 인종 l 무료/할인급식 l LEP l 특수교육

‘9학년 수학 이정표’는 수학과목의 C 학점 이상 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9학년에서 학과목의 성공적인 이수 또는 낙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생에게 계속 영향을 주게 됩니다. 9학년
학생은 10학년이 되기 위해 정해진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MCPS 학생들이 지구촌 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인 수학의 중요성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9학년 적격 여부
2013–2014
9학년 적격 여부

l 전체 l 남 l 여 l 미국계 인디언 l 아시아계 l 흑인 l 히스패닉 l 백인 l 두 가지 이상의 인종 l 무료/할인급식 l LEP l 특수교육

‘9학년 학생의 적격 여부 이정표’는 9학년 중 2번 이상의 성적산출 기간의 백분율을 봅니다.
고등학교로의 진학은 많은 학생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MCPS는 학생이 다재다능하며 전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방법은 방과후 활동을 포함한 효과적인 교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은 다양한 운동과
비운동 특별/과외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특정 과외활동은 참여하기 위해 학업적인 능력을 요구합니다.-학생은
한 성적산출기간 평균이 최소한 2.0점이어야 하며 낙제과목이 하나 이상 있으면 특정 과외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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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학년까지 대수 2
2013–2014
11학년까지 대수 2 C 학점 이상

l 전체 l 남 l 여 l 미국계 인디언 l 아시아계 l 흑인 l 히스패닉 l 백인 l 두 가지 이상의 인종 l 무료/할인급식 l LEP l 특수교육

‘대수 2 이정표’는 11학년 말까지 C 학점 이상의 대수 2 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연구결과와 MCPS의 자체 연구에 따르면 대수 2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대학입학, 수강, 학사취득 등을 위한
보정 과정의 필요가 적었습니다. 또한 연구조사는 대수 2와 SAT 수학 간의 연계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수 2는
Maryland 내 대학과 많은 다른 대학 입학에 요구되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AP와 IB 프로그램
2013–2014
AP 3 또는 그 이상/ IB 4 또는 그 이상

l 전체 l 남 l 여 l 미국계 인디언 l 아시아계 l 흑인 l 히스패닉 l 백인 l 두 가지 이상의 인종 l 무료/할인급식 l LEP l 특수교육

‘교육구 이정표’는 AP 시험에서 3점 이상 또는 IB에서 4점 이상을 취득한 졸업생의 백분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
니다.
MCPS는 대학 선이수과목(Advanced Placement-AP)과 국제학사프로그램(International Baccalaureate-IB)을 수강 및
취득할 수 있도록 또한 AP와 IB 반에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도움을 제공하여 대학과 커리어에의 준비가 충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P와 IB 시험은 학생의 대학수준의 학업준비와 취득할 수 있는 대학과목 학점에 대한 준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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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계속
SAT/ACT 시험 성적
2013–2014
SAT 1650 또는 그 이상/ ACT 24 또는 그 이상

가지 이상의
무료/할
전체
남
여
아시아계
흑인
히스패닉두 가지 이상의
백인 인종 두
남 l 여 l 아시아계 l 흑인 l 히스패닉
무료/할인급식 l
LEP l 특수교육
l 전체 l
l 백인
l
l
인종
인급식

특수교육

‘교육구 이정표’는 SAT 1650점 이상 또는 ACT 24점 이상을 취득한 졸업생 백분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MCPS는 모든 학생이 SAT와 ACT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고등학교 이후의 학업진로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AT와 ACT는 학생이 대학수준의 학업에 준비가 되었는지를 측정해줍니다. 이 이정표는 졸업생이 2400
만 점인 SAT에서 논리적 독해력, 수학, 쓰기 세 과목 합점이 1650점 이상이거나 36점 만점인 ACT에서 영어, 수학, 독해,
과학 합점이 24점 이상을 취득한 백분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년 졸업률
‘교육구 이정표’는 4년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3-2014 4년 졸업률
2013년도 집단

2014년도 집단
88.3
89.7

모든 학생

96.2
97.0

아시안
83.9
86.4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77.5
80.0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94.7
95.2

백인

92.9
93.4

두 가지 이상의 인종
67.5
70.4

특수 교육
52.1
54.0

영어학습자

78.1
81.0

무료/할인급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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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에게 있어
졸업률은 모든 학교를
측정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는
대학과 진로에
학생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지난 학년에
학생이 얼마나 잘 준비
되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
데이터의 요점은
Maryland 주 교육부가
사용하는 ‘같은 집단의
4년 만의 졸업률 측정’
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조직력
우리의 우수한 행정력에의 헌신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에서의 효과적인
조직력은 몇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 교육구의 학교와 학생들에게의 직접적인 서비스
를 통해 나타나며, 금전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환경지키미로서의 헌신을 통해 그리고 공교육에
적절한 교직원을 어떻게 고용, 유지, 개발하는지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 주요분야에서의 성공도를 측정하는 것은
우리 학생을 돕기위한 계속적인 노력과 계속적인 향상

온실가스 배출을 70,000MTCO2e 이상 줄였습니다. 이는
MCPS 탄소 발자국을 2003년부터 28% 줄인 결과입니다.
태양광기전(Solar photovoltaics-PV)과 재활용을 통한
2014회계연도 MTCO2e 감소는 3% 미만입니다. 외부
업체로부터의 태양광기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크레딧은
온실게스배출 방지에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방지량
90,000
80,000

태양력PV*

으로의 헌신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70,000

새 건축

다음 도표는 한 행정 부분, 환경유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모든
효과적인 조직력 도표는 연차보고서 웹사이트를 봅시다.

60,000
50,000

SERT
전력절략
재활용

40,000

풀역 에너지
구입

MTCO2e

30,000
20,000

환경유지 척도
¡¡쓰레기 재활용의 의무화와 자원 백분율
MCPS는 고체 폐기물의 재활용과 그 흐름, 그리고 성과
확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ontgomery
카운티는 네 가지 분류: 종이/판지, 병/캔, 정원 쓰레기,
고철의 재활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MCPS
는 작게는 음료수통부터 건축쓰레기까지 20개 이상의
다른 품목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물품의 재활용
측정은 "자원"항목하에 있으며 대부분은 방대한 양의
건축 쓰레기입니다. 2014 회계연도에는 MCPS가 배출한
쓰레기의 80%가 재활용되었습니다. (의무, 자원 항목)

재활용 백분률

0

2012 학사연도 2013 학사연도 2014 학사연도
*Solar CO2e 크레딧은 Sun Edison이 판매 (비교용)

¡¡건물에서의 에너지 사용지표
건물에서의 에너지 사용지표(Building energy use indexEUI)는 건물에서의 효과적인 에너지 사용을 보여줍니다.
건물에서의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인 비정상적인 온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2012회계연도는 비정상적으로
겨울이 따뜻했으며 2014년도는 비정상적으로 겨울이
추웠습니다. 2015 회계연도는 스쿠웨어피트당 낮은
50kBTU으로 효과적인 에너지 소모와 건물의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줍니다. 2003년부터 MCPS는
에너지소모를 12% 줄였습니다.

MCPS 에너지 사용 지표

2012 회계연도
재활용 의무화

2013 회계연도
2014 회계연도
의무 및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방지
온실가스 배출을 다양한 대체 프로그램과 투자를 통해
감소시켰습니다. 이 성과측정은 다섯 가지 분류: 에너지
재조절, 풍력 에너지 구매, 재활용, 학교 에너지와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한 축소, 건축 프로그램을 통한 에너지 절약/
향상을 통한 감소를 측정합니다. 2003년도부터 MCPS는

1년 kBTU 평방피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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