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설문조사를 12월 3일까지 작성합시다  

MCPS는 11월 12일 2021년 1월에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는 계획에 관해 

온라인으로의 화상대화의 장을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를 못 보신 분은  이곳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MCPS 지도자팀이 계획과 부모님 선호 조사에 관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학부모 선호 설문조사를 11월 1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답변은 학생의 학교 복귀를 

위한 교육구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사항: 

● 복귀 계획의 진행은 만약 보건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진행을 합니다. 

● 대면 학습이 어떨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저희도 이해합니다. 여러분께 현시점에서 선택을 

부탁드리는 것은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의 수와 설문조사에서 제공하게 될 

정보가 공개 및 스케줄을 잡을 수 있는 학교 수를 포함한 대면 교습 형태 

구성에 도움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각 가정에 맞는 결정을 부모님이 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한 장짜리 지침서를 준비하였습니다. 

● 이 계획은 또한, 가능한 교직원 수에 따릅니다. 교직원은 휴직 또는 해당하는 

건강 문제 또는 탁아나 케어의 필요에 따른 조정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직원 수는 대면 교습 제공에 영향을 주며, 이는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사가 조정에 해당될 수 있으며, 대면 교육 때, 

학교에 돌아오지 않고 원격 학습만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복귀를 선택할 경우, 학교에 해당 선생님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 11월 6일, 대면 교습을 선택한 학생 가족(원격 온라인 교습도 계속 

포함된)은 언제든 원격 온라인만의 교습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격 

온라인만의 교습을 선택한 학생 가족이 대면을 포함한 교습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는 자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상황의 경우에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우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학교 건물에 있을 

학생과 교직원은 모두 교육구 COVID-19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것만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얼굴 커버, 교실 

https://www.youtube.com/watch?v=FSYSyXB5BMg&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FSYSyXB5BMg&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FSYSyXB5BMg&feature=youtu.be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coronavirus/dashboard/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uploadedFiles/reopening/Family%20Guide%20In%20Person%20Experiences_%20%20One%20Pager.pdf


책상의 실제 거리 유지, 손세척과 소독, 건강 검사 프로토콜과 필요한 경우, 

HVAC 시스템 강화 등  

● 각 학교의 계획과 교습형태에 관한 안내와 정보는 1월에 받습니다. 

● 학교 스쿨버스 좌석이 안전 수칙에 따라 제한적인 수만이 제공됩니다. 

요청을 한 모든 학생이 스쿨버스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된 지침서를 읽어 보신 후, 질문이 있으시면 mcpsinfo@mcpsmd.net으로 

제목(subject)을 “Survey”로 적은 후 이메일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을 

제공해드립니다. 이 경우, 대면 학습이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에 관해 온전히 

답해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학부모님이 

제공해주실 답변을 모두 받은 후에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생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존중하는 문화 트레이닝 

MCPS는 왕따/불링/사이버불링, 협박(성희롱 포함), 증오범죄, 신입생 

괴롭히기/곯리기, 위협과 학생의 성 규범 등의 신호나 사인을 알도록 하는 정보를 

가르치기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트레이닝은 6학년-12학년 학생을 위해 개발된 교습입니다. 존중의 

문화(Culture of Respect)온라인 트레이닝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의 신호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며 의심, 문제가 되거나 염려되는 사건이나 상황을 신고하는 

다양한 방법도 함께 알려 줍니다.  이 트레이닝에는 학교 리더십에게 현재의 학교 

존중 문화와 분위기를 평가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설문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닝은 약 30분 정도 걸리며, 학생 myMCPS Classroom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12월 1일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은 2021년 1월 29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학생이 이 트레이닝을 마칠 경우, 두 시간의 학생봉사학습활동 시간(Student 

Service Learning hours-SSL)을 받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돕기 위한 기프트 카드 캠페인 

COVID-19 팬더믹은 Montgomery 카운티의 많은 가족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MCPS 교육재단(Educational Foundation), Montgomery County Council of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uploadedFiles/reopening/Family%20Guide%20In%20Person%20Experiences_%20%20One%20Pager.pdf


PTAs 자원봉사 네트워크, MCPS는 커뮤니티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돕는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MCPS Educational Foundation Crisis Relief 

Fund—COVID-19에 보내주신 기부는 마트/그로서리 기프트 카드 구매에 

사용됩니다. 

기부방법 등은  이곳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MCPS 학생들 대상 공평성 허브 

Children’s Opportunity Fund와 Black and Brown Coalition for Educational Equity and 

Excellence이 협력하여 낮은 비용의 탁아서비스와 원격학습을 하는 MCPS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카운티 여러 곳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 킨더가든-

5학년 학생, 원격 온라인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우선순위를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EquityHubs.org 또는 240-200-4999로 전화합시다. 

 

교육위원회가 Lee 중학교가 Odessa Shannon 중학교로 학교 명칭을 변경합니다. 

11월 10일 업무회의를 통해 교육위원회는 Col. E. Brooke Lee 중학교의 명칭을 

Odessa Shannon 중학교로 변경하기로 투표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Shannon씨는 교육위원회의 공교육에의 공헌을 기념하는 Distinguished 

Service Award for Public Education을 받았습니다. 셰넌씨는 그녀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얻기 위해 학생들, 특히 유색 인종 학생들을 대신하여 40 년 이상 지칠 줄 

모르고 일하였습니다. 볼티모어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공적 경력을 시작하였으며, 

나중에 그녀는 연방 정부에서 일하고, 기회 평등위원회(Equal Opportunity 

Commission)의 전국 프로그램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Family Resources의 부국장과 Montgomery County Human Rights 

Commission의 전무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셰넌씨는 1982년 교육위원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84년 교육위원회를 

사임하였습니다만, 공교육과 MCPS 교육에 계속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NAACP(워싱턴위원회) 법률 방어(Legal Defense) 및 소수 민족 및 여성의 권리 

증진에 대한 탁월한 업적에 대한 교육상, 교육에 대한 뛰어난 봉사를 위한 Maryland 

Hornbook 상을 포함하여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https://www.mcpsfoundation.org/covid-19-gift-card-campaign?fbclid=IwAR3P9jUVXvo2LowDaA9TUkLjV740n0WSrXTk-oF6dZCJ6tXPOKbStb1oE4s
https://www.mcpsfoundation.org/covid-19-gift-card-campaign?fbclid=IwAR3P9jUVXvo2LowDaA9TUkLjV740n0WSrXTk-oF6dZCJ6tXPOKbStb1oE4s
http://equityhubs.org/


더 자세히 읽어봅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Cl-URcGMZCc&feature=youtu.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