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9월 21일 

 

임시 교육감은 COVID 안전 및 완화를 위한 다섯 항목 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MCPS 의 최우선 순위는 우리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을 확보하며 학교를 개교하는 

것입니다. MCPS는 학교 건물에 많은 부분을 향상하였으며 COVID-19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보건과 안전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9월 9일에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2021년 10월 29일까지 모든 교직원의 백신 의무화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요한 조치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바이러스 전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교 후 첫 2주를 평가하고 학부모와 관련된 모두의 의견을 들은 후, Monifa McKnight 

임시 교육감은 COVID-19 펜더믹 동안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완화전략을 

보강하는 다섯 가지 중요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교육구 내 보건/의료 

전문가의 고용; COVID 운영자문위원회의 설립; 학교별 데이터를 통한 COVID-19 

대쉬보드 만들기; 학생의 COVID-19 검사에 부모님/후견인의 동의를 권장하는 "검사에 

예라고 말해요(Say Yes to the Test)” 캠페인; 학교에의 추가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에 보건/의료 전문가 선임 

이 직책은 교육구의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Maryland Department of Health와 다른 보건의료기관과의 주요 

연락담당자의 역할을 시행합니다. DHHS와 협력하여 이 직책 담당자는 MCPS의 COVID-

19 대응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직책의 임무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 주, 지역 카운티 보건기관의 권장사항를 검토 

 신종 COVID-19 데이터를 조사  

 MCPS COVID-19 데이터를 평가 

 다중 예방전략에 따른 지침을 제공  

 격리, 자가격리, 역학조사에 관한 권장을 제공 

 COVID-19 운영 자문 위원회을 설립 



위원회는 MCPS 교직원과 학생, 노동조합, MCCPTA와 커뮤니티 기관으로 구성됩니다. 

DHHS 대표도 이 워윈회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의 의견은 교육구의 

COVID-19 대응 업무를 인도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COVID-19 대시보드 만들기 

대시보드는 교육구와 각 학교별로 학생과 교직원의 COVID-19 양성반응 데이터와 

자가격리 중인 학생 수를 제공합니다.  

 COVID-19 검사를 받을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아웃리치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검사는 특히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12세 이하의 학생들을 위한 중요한 보호대책입니다. 

MCPS는 프리킨더가든-6학년 학생에게 COVID-19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몇 주 

이내에 전체 학년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부모 동의와 함께, 무작위로 선발된 표본 

대상 학생은 매주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에 예라고 말해요” 아웃리치 캠페인은 MCPS 

가족 모두에게 검사와 속성 검사를 위한 동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COVID-19 증세를 보일 경우를 위한 새 검사기기가 학교 보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성 검사는 자가격리가 필요한 학생 수를 줄이도록 도와줍니다.  MCPS는 이 

캠페인을 확장하기 위해 커뮤니티 파트너 기관과 협력합니다. 

 학교의 COVID-19 대응을 돕는 추가지원 제공 

학교에서의 교습과 학습의 방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COVID 에 관련된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교육위원회가 보내 드리는 돌아가신 Mrs. Patricia O'Neill에 관한 

메시지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원이시던 Patricia O’Neill 의원의 부고소식을 전하기 위해 9 월 

14일(화)에 보내드린 메시지입니다.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Mrs. Patricia O’Neill 의원의 부고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Mrs. Patricia O’Neill 의원은 2021년 9월 14일에 

돌아가셨습니다. O’Neill 의원은 교육위원회를 20 년 이상 섬겼습니다. 오랫동안 

Montgomery 카운티 커뮤니티에 Patricia O’Neill 의원의 지혜, 열정, 헌신을 잃은 것이 정말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O’Neill 의원의 소식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O’Neill 의원님의 

유족께 심심한 감사를 보냅니다.  

https://www.cognitoforms.com/CIANDiagnostics1/MCPSMarylandDepartmentOfHealthCIANDiagnosticsIndividualCOVID19TestingConsentOptInForm2


 

“Pat 씨의 수년 간의 제도적 지식을 갖고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에의 깊이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교육위원회 Brenda Wolff의장의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아이들, 학생, 우리 커뮤니티의 열정적인 옹호자를 잃었습니다. O’Neill의원은 앞으로의 

우리들의 업무의 지침이 되어 줄 교육적 우수성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 

 

"Pat O'Neill 의원은 교직원, 학생과 가족들을 위한 치열한 챔피언이셨습니다. 

O'Neill 의원의 업적은 세대에 걸쳐 계속될 것입니다."  Dr. Monifa McKnight 교육감의 

말입니다.  “저는 의원님의 봉사와 리더십 그리고 인도에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 지혜와 

파트너십이 그리울 것입니다.”  

 

O'Neill 의원은 1998 년 첫 교육위원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역사상 제일 긴 시간을 의원으로 섬기셨습니다. O'Neill 의원은 6 회의 4 년 

교육위원회 임기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5회의 의장과 6회의 부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O’Neill씨는 교육위원회 정책 관리 위원회 의장과  재정관리 위원회 의원을 맡았습니다.  

 

O’Neill씨는 Maryland Association of Boards of Education(MABE)의 전 회장이며 워싱턴 

지역 교육위원회의 전 협동회장이었습니다. O’Neill씨는 다양한 고문위원회의 임원으로 

Maryland Blue Ribbon 선발임원, 십대임신예방, Maryland주 HSA 대체 테스크포스팀 등 

교육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2006 년도에 당시 주지사 Robert Ehrlich 는 

O’Neill 씨를 학교 안전 태스크포스 MABE 대표로 지명하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임원이 

되기 전, O’Neill 씨는 Walt Whitman 학군에서 오랫동안 PAT 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봉사자 및 지도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Educational Foundation 부회장직을 맡았으며 또한, 재단의 그랜트 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2015년 O’Neill 씨는 Washingtonian magazine 잡지의 제일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Most 

Powerful Women)에 뽑혔습니다. O’Neill 씨는 Walter Johnson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사회과학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유가족으로는 남편 

Rick 씨와의 슬하에 MCPS 를 졸업한 딸 Jenny 씨와 Melissa 씨 그리고 손주 두 명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O’Neill 가족은 9 월 18 일 오후 4 시-7 시 Robert Pumphrey Funeral Home(주소: 7557 

Wisconsin Avenue, Bethesda, Md)에서 조문을 받습니다.  

가족은 화환대신 MCPS Educational Foundation 에 O’Neill 씨를 기념하는 기부를 

추천하였습니다.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pumphreyfuneralhome.com%2F&data=04%7C01%7CSandra_L_Napoli%40mcpsmd.org%7Ca4a951f3e9624388e6ac08d978712e44%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67324976298695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PWY0VynAx9wMhuMlKB4gcQQvd3109jSKC%2BW3EuhWYAU%3D&reserved=0
https://www.mcpsfoundation.org/


조정하여 이루어지는 홈커밍 행사 
 

모든 MCPS 고등학교의 홈커밍 행사는 9월 말부터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학교 커뮤니티는 학생들의 모교정신을 고취하고 팀, 동아리 활동을 축하는 즐거운 

활동이 함께한 깊은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홈커밍 전통과 기념을 

계속합니다만, 끊임없이 진화하는 COVID-19 펜더믹 환경에서 학생, 교직원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정을 하였습니다.  

 

8월에 고등학생, 교직원, 주요지도자로 구성된 홈커밍 혁신위원회를 소집해,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또한 지침과 지원을 위해 Montgomery 

카운티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대표도 참여하였습니다. 협력하여 

이루어진 결과로 MCPS는 모든 홈커밍 축하행사를 다음 조정과 사항을 고려하여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 교실수업과 마찬가지로, 학생과 교직원은 실내에서 발생하는 활동(예: 복도 

장식 설치)에 참여할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복도/플로트 형태 장식, 응원 집회와 기타 동창회 활동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가능한 한 모든 활동은 야외에서 이루어집니다. 

 홈커밍 댄스는 다음 조정사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o 실내에서의 음악과 댄스행사는 없습니다. 학교는 음악과 댄스를 위한 

야외공간을 확보하고 안내합니다. 스테디움 또는 운동장이 가능한 

옵션입니다. 

o 홈커밍 혁신 위원회는 홈커밍 댄스를 대체할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학교는 대안 활동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 조직과 협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o 학교는 또한 해가 있을 동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홈커밍 댄스를 이른 

시간에 시작하고 마칠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o 학교는 일정을 정할 때, 홈커밍 댄스를 위한 "우천 시 대체일"을 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o 학교는 텐트 구입 또는 행사활동을 제공하는 아이디어 회사와의 계약을 

자제해야 합니다.   

o 학교는 초대할 게스트의 홈커밍 참석 허용과 관련된 기존 관행을 따라야 

합니다. 게스트는 현재 MCPS 학생만으로 제한합니다.  

 
 

가을 학부모 아카데미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는 펜더믹 속에도 학생과 학생 가족이 온라인을 통해 가정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이동식 학부모 아카데미를 학기 중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 웨비나 리스트는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리스트는 학부모 아카데미 

웹사이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등록합시다.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arentacademy/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arentacademy/
https://mcpsweb.wufoo.com/forms/wpepp071alwtvc/


 

9월 

 자녀의 사회 정서적 학습을 Leader in Me를 통해 돕기 

９월 22일(수) 오후 6시-7시 

 학교 카운슬링 서비스의 개요 

９월 23일(목) 오후 6시-7시 

 학교 카운슬링 서비스의 개요 스페인어로 제공 

９월 29일(수) 오후 6시-7시 

 PSAT 대 ACT... 사실과 과대 광고 

９월 30일(목) 오후 6시-7시 

10월 

 자녀양육: 자녀양육의 기쁨과 도전  

10월 6일(수) 오후 6시-7시 

 ACES와 함께하는 대학경험 탐색 

10월 7일(목) 오후 6시-7시 

 마음지킴이: 힘든 시기의 스트레스 관리 

10월 13일(수) 오후 6시-7시 

 ACES와 함께하는 대학경험 탐색 스페인어로 제공 

10월 14일(목) 오후 6시-7시 

 버추얼 내비안스( Naviance: 대학과 진로계획 자료 

10월 18일(월) 오후 6시-7시 

 긍정적인 의사소통 

10월 28일(목) 오후 6시-7시 

11월 

 적극적인 자녀양육하기 1부 – 4부 

 이는 4회에 걸친 시리즈 워크숍입니다. 네 번의 워크숍 모두에의 참석을 

권장합니다. 

 1부: 11월 7일(월) 오후 5시 30분-7시 30분 

2부: 11월 8일(월) 오후 5시 30분-7시 30분 

3부: 11월 15일(월) 오후 5시 30분-7시 30분 

4부: 11월 22일(월) 오후 5시 30분-7시 30분 

 PSAT 대 ACT... 사실과 과대 광고 

11월 4일(목) 오후 6시-7시 

 LGBTQ인 청소년 지원과 지지하기 

11월 10일(수) 오후 6시-7시 

 청소년과의 의사소통 

11월 17일(수) 오후 6시-7시 

 
 
 

히스패닉 문화 유산의 달 



 

교육위원회는 9월 14일부터 10월 15일을 히스패닉 문화유산의 달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번 달 동안, MCPS 학교는 스페인, 북미, 중앙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와 캐리비언 지역의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를 근원지로 하는 학생, 교사, 교직원, 지역사회원들의 전통과 

특별한 문화를 축하하고 기념합니다. 

 

히스패닉과 라틴계는 MCPS에서 제일 큰 민족 그룹으로 21개의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나라에서 온 스페인계 학생이 교육구 전 학생의 3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히스패닉 문화 유산의 달은 미국에서 라틴계 미국인의 역사와 공헌을 기립니다. 한 달 동안 

이루어지는 이 행사는 1968 년 Lyndon Johnson 대통령이 지정한 히스패닉 문화 유산 

주간으로 시작하였으며, 1988년 Ronald Reagan 대통령이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30일 간 이루어지는 행사로 1988년 8월 17일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행사에 관한 안내는 자녀의 학교에 연락합시다. 히스패닉 문화유산의 달에 관한 지역 행사 

리스트와 교육자료는 이곳을 봅시다. 

 
 
 

MCPS는 3회의 가상 대화의 장을 스페인어로 제공합니다. 
 

MCPS는 히스페닉과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상 온라인 대화의 장을 3회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라틴계 가족을 위한 학업, 건강 및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정보와 

가정에서 학생들을 돕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화의 장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 17일(금): 초등학교 학부모를 위한 대화의 장  

 9월 24일(금): 중학교 학부모를 위한 대화의 장 

 10월 1일(금): 고등학교 학부모를 위한 대화의 장 

 

이 행사는 오후 7 시부터 MCPS en Español Facebook 페이지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MCPSTV en Español YouTube channel과 Condado TV (Comcast 33, Verizon 

35 and RCN 88)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게스트에는 학교 행정담당과 학부모 담당관, 카운슬러와 학부모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질문이나 의견을 이곳을 통해 보내주시면 행사 시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curriculum/socialstudies/features/hispanic-heritage.aspx
https://www.facebook.com/mcpsespanol
https://www.youtube.com/channel/UCC0f3mD-_Duk5o7tiwo7F9A
https://fb.me/e/1MKAd9Bpm


MCPS는 환영주간, “우리와 함께 시작된다”를 선언하였습니다. 
 

MCPS, Montgomery 카운티 Marc Elrich 군수와 Montgomery 카운티 의회는 지역 

커뮤니티 기관과 협력하여 9월 10일-19일을 환영주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이 환영주간은 Welcoming America와 함께 우리 지역 사회에 새로 도착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해 더 환영 받는 지역이 되도록 하여, 지역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매해 캠페인과 축하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elonging Begins With US,”라는 주제로 MCPS 와 파트너십 기관은 다음 행사를 

주관합니다:  

 

 9월 16일(목) 오후 1시-2시, @MCAEL 팀과 참여 기관. Montgomery 카운티를 

홈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 관해 Twitter 채팅을 진행합니다.  

 9월 17일(금) 오후 4시-6시 Caroline Freeland Urban Park (주소: 7200 Arlington 

Road, Bethesda, Md), English Now 커뮤니티 서비스 박람회와 아이스크림 소셜의 

시간 

 

환영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MCPS는 Montgomery College, Montgomery Coalition for 

Adult English Literacy (MCAEL), Gilchrist Immigrant Resource Center, Community Reach 
of Montgomery County, Identity, English Now!, Washington Center for International 
Education (WCIE), Community Health and Empowerment through Education and 

Research (CHEER)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Trades Foundation이 자동차 기부를 기다립니다. 
 

Montgomery County Students Automotive Trades Foundation(ATF)는 자동차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기부는 약 400명의 고등학생이 중고차를 분석하고 고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ATF는 자동차 관리, 수리, 판매와 마케팅에 대한 실전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자동차교육을 육성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ATF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3시까지 Damascus, Gaithersburg, Seneca Valley 

high schools,Thomas Edison High School of Technology, Shady Grove Bus Depot에서 

일 년 중 언제든지 자동차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세금면제 대상입니다. 

 

MCPS 학생들은 중고차를 수리하는 실습 커리큘럼에 참여합니다. 자동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학기 중 다음 3 회의 판매행사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합니다. 

(www.cars2purchase.org). 올해의 판매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cars2purchase.org/


 12월 11일(토) 오전 9시-11시, Gaithersburg High School, 101 Education Blvd., 

Gaithersburg 

 2022년 2월 12일(토)  오전 9시-11시, Damascus High School, 25921 Ridge 

Road, Damascus 

 2022년 5월 14일(토), 오전 9시-11시, Thomas Edison High School of 

Technology, 12501 Dalewood Dr., Silver Spring 
 

자세한 안내는 이곳과 이곳을 클릭해서 봅시다. 

 

자동차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은 Kelly Johnson(전화: 240-740-2051)에게 문의합시다. 

자동차 기부는 Michael Snyder (전화: 240-740-2050)에게 문의합시다.  

 
 
 

비영리단체 여러분, 학생들이 재정비한 컴퓨터 랩을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기부행사에 지원합시다. 
 

Montgomery County Students Information Technology Foundation, Inc. (ITF)는 

Montgomery County(501)(c)(3) 비영리단체에게 학생들이 재정비한 컴퓨터 랩을 

기증하려고 합니다. 이 랩에는 작동시스템, 평면 LCD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와 프린터를 

포함하는 6대의 재정비된 컴퓨터가 포함됩니다. 

 

지원서는  ITF 웹사이트를 봅시다.  

 

관심이 있는 비영리단체는 Kelly Johnson(240-740-2051)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마감일은 10월 1일(금)이며 기증행사는 11월 18일(목) 

Foundations Office/Thomas Edison High School of Technology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2021 컴퓨터 선물 지원서(Computer Gifting Application) 

PDF 링크 

 

ITF 는 Montgomery 카운티에 있는 비지니스 및 전문가 단체와 MCPS 가 만든 

비영리단체입니다. 이 재단은 컴퓨터 기부를 통해 학생들에게 컴퓨터 시스템 작동과 

수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보통신 직장으로 바로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력 있는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http://www.cars2donate.org/
https://www2.montgomeryschoolsmd.org/schools/automotive/
mailto:Kelly_R_Johnson@mcpsmd.org
mailto:Michael_C_Snyder@mcpsmd.org
https://news.montgomeryschoolsmd.org/author/gonijala/
https://news.montgomeryschoolsmd.org/author/gonijala/
http://www.itfcareers.org/
mailto:Kelly_R_Johnson@mcpsmd.org
mailto:Kelly_R_Johnson@mcpsmd.org
https://news.montgomeryschoolsmd.org/wp-content/uploads/2019/09/2019-Computer-Gifting-Application_final.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