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21학년도를 위한 학교 구획 검토안 
KOREAN 

1월 24일에, 하워드 카운티 교육이사회는 하워드 카운티 
공립 학교 시스템(HCPSS)으로 하여금 종합 구획 검토 
절차를 주도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이것은 2020-2021 
학년도에 학교 시스템 내의 74개 모든 종합 학교들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인구 증가로 과밀되어 가는 반면 어느 지역의 몇 학교들은 
낮은 활용도를 보여 카운티 단위의 검토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타당성 연구 
이 절차는 데이터 및 용이한 수용력을 근거로 가능성있는 
구획 조정 옵션들을 제공해주는 2019 타당성 연구의 
발행과 함께 6월 13일에 시작됩니다. 이것은 10년간의 
예상 학생 등록을 종합적으로 살핀 것입니다. 이 연구는 
가장 최근의 용이한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데, 기존 주택과 
예정된 새 주택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학생 인구의 성장, 
그리고 FARM 프로그램 참여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데이터의 투명성: 2019 타당성 연구는 독립 자문기관인 
Cooperative Strategies, LLC가 신중하게 분석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0 회계 연도 예산의 
용이한 기금이 확보되는 동안, Cooperative Strategies, 
LLC는 이 절차의 중립적인 조력 기관으로 일할 것입니다. 
자문가는 AAC(출석지 위원회)의 작업을 감독하고, 대안 
시나리오를 시험하며 공공의 의견들을 수집 및 종합하고 
질문과 필요한 정보에 응답하고 교육감에게 해결안에 대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출석지 위원회(AAC) 
이 자문위원회는 타당성 연구에 제시된 옵션들을 
검토하여 교육감이 8월 20일에 발표할 예정인 
교육이사회에게 제안할 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권고를 
할 것입니다. 

•	 AAC 회원은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카운티 내 모든 
기획 지역을 대표하며 HCPSS에 대해 자문 역할이나 
파트너로 봉사해 온 개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AAC는 학교 출석지를 다룬 정책 6010과 타당성 
연구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권장 사항을 
7월중에 교육감에게 보고합니다. 

•	 AAC는 공공 의견들을 수렴하거나 출석지에 대한 
시나리오 개발의 의무는 없습니다. 

공공 의견 
교육감이 제안하는 공공 의견의 기회 

“이 절차의 성공적 결과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른으로서의 본보기가 될 존중과 공감과 신중한 
경청 수준에 직접 달려 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하워드 카운티 공립 학교의 모든 자녀는 우수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교육감 마이클 J. 마트라노 (Michael J. Martirano) 

•	 온라인상의 의견서: 6월14일부터 8월1일까지 이용 
가능 

•	 지역사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 
− 7월 10일 수요일, 오후 7시-9시: 오클랜드 밀스 

(Oakland Mills) 고교 

− 7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11시: 롱 리취(Long 
Reach) 고교 

− 7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9시: 애썰턴(Atholton) 
고교 

− 7월 18일 목요일, 오후 7시-9시: 리버 힐(River Hill) 
고교 

•	 온라인 접속이 힘들거나 지역사회 의견 기회에 
참석하지 못한 이해관계자들은 School Planning 
Office, 9020 Mendenhall Ct., Columbia, MD 21045 
로 피드백을 보낼 수 있습니다. 출력된 온라인 피드백 
양식은 학교 사무실에 제한된 수량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교육이사회에서 진행될 공공 의견의 기회 
•	 공청회 

− 9월 17일 화요일, 오후 7시 
− 9월 24일 화요일, 오후 7시 
− 9월 26일 목요일, 오후 7시 

정보 및 업데이트 현황 
•	 모든 정보와 업데이트 내용, 일정 및 빈번히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한 응답은 www.hcpss.org/school-planning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CPSS News 이메일과 페이스북, 트위터에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통역 및 수화를 비롯한 언어적 지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모든 학생 하나하나와 가족에게 최상의 학습 환경 및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종합적 계획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 이사회 의장 메이비스 엘리스(Mavis Ellis) 

절차 진행 일정 

공공 의견: 7/10, 13, 16, 18 

온라인 의견서: 6/14-8/1 

  

      

  

  

 

 

 

 
 

 
 

 
 

 

  
 

 
 

 
 
 

 

 

  

	

	  

	  

	  

	
	
	

 

 
 

                                                                 

이사회의 구획 조정안에 대한 

교육감의 결정 11/21 

이사회로의 
타당성 이사회 공공 작업 세션권장 사항AAC 모임연구 



이사회 공청회 

9/17, 24, 26 10/10, 24, 30
제시 8/206월 중순부터 7월 중순 11/5, 12, 14, 18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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