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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는 반유대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리소스  

지속적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으로, Montgomery 카운티와 전국에 폭력 
위협, 편견과 반유대주의 표현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과 교직원, 특히 
유대인 학생과 그 가족에게 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모든 형태의 차별, 인종 차별적 폭력 위협과 우리 학생, 
교직원 그리고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규탄합니다. 평등과 존중은 
MCPS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우리의 많은 믿음과 전통 
그리고 문화를 포함한 이 모든 가치를 수용하고 우리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환영하기를 기대합니다. MCPS Equity Unit은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교직원을 위한 리소스를 개발했습니다. 리소스는 아래 
와 같습니다. 

만약 학생이 학교폭력, 불링 또는 희롱 등을 당하거나 이를 목격하였다면, 
교직원에게 알리거나 불링과 희롱 양식을 통해 보고합시다. MCPS 종교의 다양성 
존중에 대한 지침서(Guidelines for Respecting Diversity)을 읽어 보시기를 권장 
합니다. 

관련 리소스 

● 웹사이트: 학교 폭력, 불링/왕따, 희롱, 협박 예방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Prevention)  

● 온라인: 온라인 불링/왕따 신고 양식(Bullying Reporting Form)  
● 프린트판: 불링/왕따, 희롱, 협박 신고 양식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porting Form)  



종교의 다양성 존중에 대한 지침서(Guidelines for Respecting Religious 
Diversity) 

● 종교의 다양성 존중에 대한 지침서(영어) 

●  한국어를 포함한 지침서 번역판 

추가 리소스: 교육자와 학부모께 추천하는 웹사이트 링크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에 관한 교재 

(Teaching Materials on Antisemitism and Racism)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반유대주의 증가를 막기 위한 7가지 방법 
(7 Ways for Parents and Teachers to Stop the Rise of Antisemitism) 
 
부모님을 위한 추천 웹사이트 링크: 
반유대주의에 관해 자녀와 이야기하는 방법 
(How to Talk to Children About Antisemitism) 
어떻게 1만 개의 매노라(유대교 촛대)가 마을에 퍼지던 증오를 물리쳤을까요 
(How 10,000 Menorahs Helped a Town Defeat Hate)  
반유대주의에 관해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5가지 힌트 
(5 Tips for Talking to Children About Anti-Semitism) 
증오의 상징/심벌 

학생들의 수학 성과를 다루기 위한 장기계획 

전국적으로 COVID-19 팬더믹은 다른 과목보다 수학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MCPS의 수학 프로그램은 모든 수준의 학생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학생이 대수 1을 7 학년, 8 학년, 9 학년에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고등학교에서 대학 선이수 과목(Advanced Placement-AP)과 국제 학사 
학위(International Baccalaureate-IB) 반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수학을 수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일정에 맞도록 그리고 팬더믹 초부터 학습되지 않았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의 내용과 속도를 의도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MCPS는 이 학습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장기적 전략 계획(long-range plan)을 개발하였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학–2.5년 학습 중단 완화 –복구 계획 개요 

수학–2.5년 학습 중단 완화 –복구 계획 개요 



졸업요건인 학생봉사 학습 시간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여름방학 동안 학생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여 졸업을 위해 
필요한 학생봉사학습시간(Student Service Learning=SSL)을 취득합시다. 학생 
자원봉사의 기회로는 기존의 대면 봉사활동의 기회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원격 
온라인의 기회가 있습니다.  SSL 웹사이트에 게시된 일시적으로 수정된 지침을 
따릅시다. 현재 5학년 학생들은 6월 17일(목)부터 승인된 기관의 자원봉사를 통해 
SSL 시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봅시다: 

비영리단체에서의 SSL/사회봉사 
학습활동 

Montgomery County Volunteer 
Center (MCVC) 웹사이트에 있는 
MCPS가 승인한 SSL 참여 
기관과 봉사의 기회는 파란색 
MCPS SSL 배너와 학사모 표시가 
있습니다.  

SSL 취득의 기회(대면으로의 
봉사활동 포함): 
https://bit.ly/SSLOpportunities 

  

온라인/원격으로의 기회: 

https://bit.ly/VirtualSSL2020 

MCPS 양식 560-50: 개별 SSL 
요청양식(Individual SSL 
Request Form) 

이 양식은 Montgomery County 
Volunteer Center(MCVC)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비영리 
기관에서의 자원봉사를  
봉사활동 전에 승인받기 위해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활동할 자원봉 
사활동에 관한 사전 승인 요청은 
이 양식을 작성한 후,  
https://bit.ly/SSLPreApproval 
SSL@mcpsmd.org에 제출해야 
합니다.  



MCPS 양식 560-51:  SSL 요청 
양식(SSL Request Form) 

봉사활동을 마친 후, SSL 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데 
사용합니다.  

학생과 수퍼바이저는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름방학의 SSL 활동은 가을학기 
시작과 동시에 작성한 SSL 활동 
확인 양식(Activity Verification 
Forms) 
(https://bit.ly/SSLReflection)을 
SSL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tudent/ParentVUE에서의 학생 
SSL 시간 기록 

학생의 SSL 기록 전체를 보는 
방법- 단계별 안내 

기록을 보기 위한 단계별 안내는 
이곳을 봅시다: 
https://bit.ly/SSLonVUE 

MCPS SSL 프로그램 개요 

SSL 요건, 지침, 절차, 상, 양식에 
관한 전체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MCPS SSL 프로그램 개요는 
이곳을 봅시다: 
https://bit.ly/SSLOverview2020   

학년말 전에 SSL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학교 SSL 코디네이터에게 
이메일로 문의합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여름방학 동안 SSL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은 MCPS SSL 사무실에 이메일로 문의합시다.  

 

기억합시다: 2021-2022 학사연도 킨더가든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2022 학사연도 MCPS 킨더가든에 자녀 등록을 희망하는 학부모님의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은 2021년 9월 1일 자로 5세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사항, 필요 
서류 등의 자세한 안내는 사무실 240-740-4530 으로 전화하시거나 MCPS 
웹사이트를 봅시다. 

킨더가든 등록 



10주년이 된 Give BACKpacks 캠페인을 지원합시다 

MCPS의 GIve BACKpacks 캠페인이 올해로 10주년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기부를 

통해 MCPS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10 불의 기부로 학생들에게 학용품이 가득 들어있는 새 책가방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MCPS 는 새학기에 책가방과 학용품을 가능한 한 많은 학생에게 

제공한다는 목표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물품을 미리 주문해야 함으로, 6월, 7월, 

8월은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0-2021 캠페인을 통해 기부해주신 수백 명의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구는 작년도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 26,000명에게 학용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MCPS 는 교육구 내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30만 불을 목표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안내 전단지를 공유하여 동료, 가족, 친구와 커뮤니티 친지들에게 이 기부 

운동을 알립니다. 제공해주시는 모든 기부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Give BACKpacks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 봅시다.  

 

총기 소유자를 위한 국가 안전의 달 알리기 

Montgomery 카운티 경찰국(Montgomery County Police Department)에 따르면 

Montgomery 카운티와 전국에 총기 수요가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은 미국 

국가 안전의 달로, 이를 기념하며, 교육구 가족 여러분을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총기 안전에 대해 자녀와 중요한 대화를 나누실 것을 권장합니다.  

Project ChildSafe과 Alliance for Gun Responsibility   등의 기관은 학부모, 학생, 

교육자들을 위해 총기 안전과 총기사고 예방에 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공립 도서관이 앞으로 2주 동안 13개 도서관을 재개관합니다 

Montgomery 카운티 공립 도서관은 6 월 1 일(화)부터 지역 도서관 6 개를 다시 

엽니다. 6월 14일에는 추가로 도서관 7개를 더 개관합니다. 휴관 중인 도서관 중 

Germantown 도서관(재공사를 위해 휴관)과 Noyes Library for Young Children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도서관은 7월 6일부터 재개관합니다.  

도서관 개관시간은 월, 수, 금, 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화, 목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새로운 안내는 준비되는 데로 MCPL 웹사이트 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