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 교육위원회가 원격 온라인 학습에 관한 대화의 장을 주최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커뮤니케이션과 이해 관련자 참여 위원회는 원격 온라인 학습에 관한 커뮤니티 

대화의 장을 10월 19일(월) 오후 6시-7시 30분에 개최합니다. 

웹사이트(www.montgomeryschoolsmd.org), 유튜브(youtube.com/mcpstv) 또는 MCPS-TV (Comcast 

33, Verizon 36과 RCN 88)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www.mcpssubmitquestion.org를 통해, 

질문을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WXY이 제공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학군 경계를 알아보는 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2차 교육구 학군 경계 분석은 MCPS 이해 당사자인 여러분이 학군과 경계를 깊이 있게 보고 

이해하도록 돕는 학군 경계 익스플로러(Interactive Boundary Explorer) 툴 사용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툴은 다양한 데이터적 관점을 분석한 것으로 MCPS 학군 경계의 종합적인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WXY Studios (WXY)가 개발한 것입니다.  

3월에 발표한  중간 보고서(interim report)는 활용성, 다양성, 근접성에서 데이터 분석의 중요한 

측면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다른 교육구의 학군연구를 벤치마크한 데이터와 

커뮤니티 참여 요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호작용 툴을 10월 20일(화)와 10월 22일(목) 오후 7시-8시 30분에 있는 2회의 공개 

웨비나를 통해 알려 드립니다. WXY와 MCPS 리더십팀이 이 툴을 통한 커뮤니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화상 커뮤니티 회의가 10월 28일(수) 오후 7시-9시에 있습니다. 모든 회의는 Zoom으로 

이루어지며 사전예약을 꼭 해야 합니다.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분을 위해 웨비나를 녹화하여 

시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행사참여를 위한 등록  

WXY는 또한, 학교 교장과 학생들이 함께 하는 세션과 평상시 참여가 어려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소그룹 회의를 개최합니다. 

학군 경계 연구에 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카운티 거주자를 위한 COVID-19 렌트 보조 프로그램  

http://www.mcpssubmitquestion.org/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ontgomeryschoolsmd.org%2Fdepartments%2Fpublicinfo%2Fboundary-analysis%2Finterim-report%2F&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b4fd34b5f66c4d3fbeb808d870696231%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38294520141564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GpS3lZChKq7%2FV%2BBY3IPxWsBIoxQ4KA3jGVYuy3zgx%2FA%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ontgomeryschoolsmd.org%2Fdepartments%2Fpublicinfo%2Fboundary-analysis%2Finterim-report%2F&data=04%7C01%7CGboyinde_Onijala%40mcpsmd.org%7Cb4fd34b5f66c4d3fbeb808d870696231%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38294520141564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GpS3lZChKq7%2FV%2BBY3IPxWsBIoxQ4KA3jGVYuy3zgx%2FA%3D&reserved=0
https://mcpsweb.wufoo.com/forms/districtwide-boundary-analysisphase-ii-engagement/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ublicinfo/boundary-analysis/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DHHS)에서는 COVID-19 팬더믹으로 

재정적으로 힘든 카운티 거주 가족을 위한 단기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책정된 재정예산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자격이 되는 가정에 밀린 렌트 비나 앞으로 지불할 렌트 비를 돕기 

위해 4,000 불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DHHS)의 추가 

정부 지출금 2,000만 불을 통해 제공됩니다. 

랜트 보조 프로그램에 관해서와 프로그램 지원은 이 웹사이트를 봅시다.  

정신건강의 주간, 10월 26일-31일을 기억합시다 

낙인과 편견을 벗겨버립시다. 정신건강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MCPS는 10월 26일-31일을 정신건강 인지 주간으로 지정하여 줌 워크숍, 리소스 박람회, 분반 

세션과 질의문답 세션 등을 포함한 엑스포를 일주일 동안 개최합니다. 워크숍의 일부는 영어 외의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 모든 워크숍과 활동은 화상으로 제공됩니다. 

MCPS와 Montgomery 카운티 심리학자 협회가 주관하는 무료 행사가 교직원, 학생과 가족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일주일간 계속되는 이 엑스포는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하며 기조 연설을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Medicine의 부교수이자 핵심 교수단 회원인 Jill Haak Bohnenkamp 교수가 

맡습니다. 

매일 다양한 주제의 분반 세션과 비디오로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는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제에는 COVID-19 시기의 행복 찾기; 소셜 미디어; 자살예방; 

건강한 삶; 변화 적응하기; 운동의 영향; 사이버 예의와 사이버 안전; 데이트 폭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주간의 마지막날인 10월 31일(토)은 실시간 리소스 박람회와 질의문답 웨비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러분 모두를 이 Zoom 행사에 초대합니다. 이 행사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이며, 이 주간에 있는 모든 행사는  이곳을 봅시다. 

프로모션 비디오 시청 

많은 커뮤니티와 정부 기관이 리소스 페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가기관: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EveryMind; RAP/The 

Landing; Family Services, Inc.; BTheOne; Montgomery County Crisis Center; Caring Matters; Our 

Minds Matter. 

MCPS 학생이 정신건강 각성 활동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경우, 학생은 해당하는 중요한 주제에 

관한 지지와 각성 육성으로 5시간까지 Student Service Learning (SSL) 시간을 취득하게 됩니다. 

https://montgomerycountymd.gov/HHS/RightNav/COVID19_RentReliefProgram.html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mental-health/fair/index.aspx#schedule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mental-health/fair/index.aspx#schedule
https://youtu.be/ssdgQTjDiVg


학생은 세션을 들은 후, 배운 정보 반영과 이 정보를 학교 커뮤니티를 위해 어떻게 적용할지를 

Google 양식에 작성합니다. 

 정신건강의 주간 

존중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타운홀 미팅의 녹화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13일에 있었던 존중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성희롱과 성폭행 예방을 위한 타운홀에 

참여하지 못한 분을 위해 녹화본이 이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는 Montgomery 카운티 주 검사실, Montgomery 카운티 경찰국, 성폭행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Victim Assistance Sexual Assault Program), Choose Respect Montgomery, Coaching Boys 

Into Men, EveryMind와 Identity, Inc와 협동으로 학생과 커뮤니티를 위해 다음에 관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있는 학생 이야기를 알기 

● MCPS 리소스를 나누고 갱신된 내용 나누기(즉각 도움, 단기, 장기 도움 등) 

●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익명 학생이 질문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제공 

● 성폭행과 성희롱 피해자인 학생을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견 수집 

● 학생과 학생 가족을 적절한 리소스에 연결 

패널 리스트:  

● Lisette Dardon, 사이트 매니저, Watkins Mill 고등학교 Wellness Center, Identity, Inc. 

● Captain Amy Daum, 디렉터, Montgomery 카운티 경찰국, 특별 피해자부(Police Department 

Special Victims Unit) 

● Debbie Feinstein, Chief of the Special Victims Unit, Montgomery 카운티 검사실 

● Rachel Larkin 디렉터, Crisis Prevention and Intervention, EveryMind 

● Jason Lomax 교사 및 학교 대표 풋볼팀 코치, Rockville 고등학교 

● Rafiah Prince, Victim Assistance Sexual Assault Program 

● Ed Clarke, MCPS 담당 Chief Safety Officer  

● Greg Edmundson디렉터,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 Ed Reed 리소스 카운슬러, Robert Frost 중학교  

 

https://news.montgomeryschoolsmd.org/wp-content/uploads/2020/10/Mental-Health-Awareness-Week.pdf
https://www.youtube.com/watch?v=PzGMErP5qX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