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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 주간, 11월 8일-13일을 기억합시다 
 
MCPS 와 Montgomery County School Psychologists’ Association(MCSPA)는 11 월 8 일-13 일 
주간에 청소년과 가족들이 정신건강 전문가로부터 매우 중요한 문제에 관해 들을 기회를 
제공하는 원격 온라인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주일간 계속되는 이 엑스포는 매일 다른 
주제의 다이너믹한 강의와 분반 세션과 함께 세 종류의 실시간 행사(Waymaking 스페셜-
학생의 정신건강, 정신건강 관련 직업 정보 제공 세션, 리소스 페어와 질의문답 시간)을 11월 
13일에 개최합니다.  
세션은 여러 언어로 진행됩니다. 
 
매일 주제와 기조연설자, 리소스와 참가 방법 및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정신건강의 주간 
 

COVID-19 검사가 학생과 교직원의 자가격리를 줄여주고 안전 지키기를 도와줍니다 

올가을 MCPS가 하는 중요한 완화전략의 하나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실시하는 
COVID-19 검사와 속성 검사입니다. Maryland Department of Health와의 협력 하에 교육구는 
COVID 양성 검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검사는 학부모님의 동의서를 필요로 합니다. 
MCPS는 부모님께 "검사에 예"라고 동의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MCPS는 속성 COVID-19 검사를 모든 학교에 제공하는 것이 학생의 자가격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안전 조치와 함께 이 속성(항원) 검사기를 사용은 더 많은 
학생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선별검사—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는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감지하고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증상 
COVID-19 무작위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무작위 선별검사 프로그램은 랩검사인 PCR 
검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결과가 24-48시간 이내에 나옵니다.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mental-health/fair/index.aspx
https://news.montgomeryschoolsmd.org/wp-content/uploads/2021/10/Mental-Health-Awareness-Week.pdf


속성검사—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DHHS) 교직원은 COVID-19 속성검사가 
COVID-19인 가능성이 있는 증상이 있는 학교 보건실에 올 경우, 이 속성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항원검사는 코에 면봉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15-20분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학부모/보호자가 매주 있는 무작위 COVID-19 선별검사를 위한 동의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는 따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MCPS는 선별검사 프로그램에 대해 받은 
동의서를 속성검사에 대한 동의로 수락하고 있습니다. 무작위 선별검사 프로그램과 
속성검사의 동의가 한 양식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각 학생마다 따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의양식을 작성합시다 
 

교육위원회는 제 3 교육구 공석을 채워줄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돌아가신 Mrs. Patricia O’Neill 의 후임 자리에 지원할 Montgomery 카운티 제 3 교육구에 
거주하는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교육위원회가 임명하게 될 후임자는 남은 임기인 1 년을 채우게 됩니다. 임명과정에는 
제출한 지원서의 검토, 인터뷰, 투표등록 확인, 지역구 거주 확인 절차가 포함됩니다. 
교육위원회는 2021년 11월 30일(화)까지 또는 이전에 선발한 후보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임명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명자는 Montgomery 카운티에 투표등록을 해야 하며 Bethesda, Chevy Chase, Kensington, 
Potomac 일부를 포함한 제 3 교육구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군을 구성하는 특정 구역은 Annotated Code of Maryland 의 교육 조항 섹션 3-
901(f)(3)(vii)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역경계에 관한 문의는 Board of Elections로 
전화 문의합시다. (전화: 240-770-8500) 학교와 교육구의 직원 등 교육위원회의 주체기관에 
근무할 경우, 교육위원회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2021년 11월 5일(금)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의원직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Board of Education의 chief of staff인 Ms. Lori-Christina Webb(240-740-3030)에게 문의합시다. 
지원서는 교육위원회 앞으로 우편, 방문접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는 850 
Hungerford Dr., Room 123, Rockville, Maryland 20850입니다. 지원서는 다음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District3Vacancy@mcpsmd.org. 지원자의 이름과 교환되는 편지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지원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기인 2022 년 11 월까지 제 3 교육구 대표로서 교육위원회에서 봉사할 
의사와 의지를 담아 지원자가 서명한 편지와 상당한 작업량 및 시간 약속에 
대한 지원자의 이해에 관한 진술서; 

2. 지원자의 개인사와 관련된 시민 혹은 전문가적 활동, 기타 경험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력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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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자가 Montgomery County에 투표등록을 했으며 제 3 교육구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지원자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한 연락처 정보 

다른 언어:  English  /  español  /  français  /  Português  /  한국어  /  tiếng Việt  /  中文  /  አማርኛ 

 
 
학생은 패스워드를 매해 변경해야 합니다 
 
이번 학년도부터 MCPS 에 다니는 3 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자신의 패스워드(비밀번호)를 
매해 바꾸어야 합니다. 학생은 11월 9일(토)까지 자신의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1월 9일까지 패스워드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패스워드를 갱신하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없음으로, 새로운 패스워드를 학교 홈룸 
교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한 번의 비밀번호 변경으로 mcpsmd.org와 mcpsmd.net 어카운트 
패스워드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패스워드 변경 방법: 

• SPM.mcpsmd.org를 실행합니다. 
•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SPM에 로그인합니다. 
• 새 패스워드를 정하여 입력합니다. 

기술지원은 학교의 IT systems specialist(ITSS), Community Help Desk(40-740-7020) 또는 
이곳을 통해 이메일을 보냅시다. 
학생 패스워드는 매해  최소한 1회 변경해야 합니다. Google.net 어카운트에 안내를 여러 번 
받게 됩니다.  
학생을 위한 지침서는 이곳에 있습니다. 
 

10월은 가정폭력 예방의 달입니다 
 
Montgomery 카운티 Domestic Violence Coordinating Council 은 10 월 한 달을 Montgomery 
카운티 가족폭력 예방과 피해자를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가정폭력 예방의 
달(Domestic Violence Awareness Month-DVAM)은 가정 폭력 근절을 위해 전국 옹호자들을 
하나로 묶는 방법으로 10월에 개최됩니다. 
 
자세한 정보와 행사 달력은 다음 링크를 확인해 봅시다.  
 https://www.montgomerycountymd.gov/fjc/dvcc/dvam.html 
 
 
겨울 스포츠 등록이 10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스포츠 참가자는 COVID-19 백신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ontgomeryschoolsmd.org%2Fboe%2Fvacancy%2F&data=04%7C01%7CEleni_O_Kretikos%40mcpsmd.org%7C7272d3f731a845758aa708d98a69058f%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69300596960897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WAoMTOxf7f70Zi%2BgD%2B60gLPc0e6sMNvLXV7h%2FrUbpKI%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ontgomeryschoolsmd.org%2Fboe%2Fvacancy%2Findex-sp.aspx&data=04%7C01%7CEleni_O_Kretikos%40mcpsmd.org%7C7272d3f731a845758aa708d98a69058f%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69300596960897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VhlGvD%2BRcnnoqYvpcuGdC9udScRdg20xpo9Yxsu96k8%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ontgomeryschoolsmd.org%2Fboe%2Fvacancy%2Findex-fr.aspx&data=04%7C01%7CEleni_O_Kretikos%40mcpsmd.org%7C7272d3f731a845758aa708d98a69058f%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69300596961896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k5rMu2E5Hu%2FyHpPZHVZmCb5aw7RgtdyEqUaLzqBDUlE%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ontgomeryschoolsmd.org%2Fboe%2Fvacancy%2Findex-port.aspx&data=04%7C01%7CEleni_O_Kretikos%40mcpsmd.org%7C7272d3f731a845758aa708d98a69058f%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69300596962896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xNJWdsmTyG1frMBZZHx1JW8E6qxcj5d%2BSXKJ4CTVeyA%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ontgomeryschoolsmd.org%2Fboe%2Fvacancy%2Findex-ko.aspx&data=04%7C01%7CEleni_O_Kretikos%40mcpsmd.org%7C7272d3f731a845758aa708d98a69058f%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69300596962896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oQdHLMHGrSAGAZHkyU2WCZxjJPk97GvAWfeCPhOv48o%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ontgomeryschoolsmd.org%2Fboe%2Fvacancy%2Findex-vi.aspx&data=04%7C01%7CEleni_O_Kretikos%40mcpsmd.org%7C7272d3f731a845758aa708d98a69058f%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69300596963895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v33ztrylrtLzLt5prKvKtDPgPf3i5kv19Ck%2Ftp3B4%2B8%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ontgomeryschoolsmd.org%2Fboe%2Fvacancy%2Findex-ch.aspx&data=04%7C01%7CEleni_O_Kretikos%40mcpsmd.org%7C7272d3f731a845758aa708d98a69058f%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69300596963895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qoVhBLLM29n6UcbofAjy5nDqQbUHEhYLp9ruktsajME%3D&reserved=0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ontgomeryschoolsmd.org%2Fboe%2Fvacancy%2Findex-am.aspx&data=04%7C01%7CEleni_O_Kretikos%40mcpsmd.org%7C7272d3f731a845758aa708d98a69058f%7Cddf755e9bcd64a5ea4727c378a78c6c7%7C1%7C0%7C63769300596964894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Y%2FSZfGG3lvwcUD6MNgmLxUHNowXEvsAzshBY8EQftl0%3D&reserved=0
https://docs.google.com/document/d/e/2PACX-1vTaYQTei5g5bjw0xtavqM8Lk9hVhyau3xv7zZu_GIIxTFVzfdj0ihaZLM5UOL48RJqWfYMeHQkFL4Yk/pub
https://www.montgomerycountymd.gov/fjc/dvcc/dvam.html


10월 18일, 학부모/보호자는 학생 운동선수의 겨울 운동경기/스포츠를 위해 ParentVue를 
통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운동선수는 2021년 11월 15일에 있는 가을 트라이아웃 
첫날 전까지 건강검진(physical evaluation)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보호자를 위한 온라인 
등록절차는  MCPS Athletics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1월 15일부터, 겨울 운동경기 시즌에 참여하는 모든 고등학생과 중학생 선수들은 참여 
전에 COVID-19 백신 접종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무요건은 겨울과 봄 운동 시즌과 
함께 MCPS 의 운동경기/스포츠가 진행하는 모든 활동에 적용됩니다. 백신요건에 관한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 등은 다음 링크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백신의무 
요건(Vaccination Requirements), 자주 묻는 질문 - 백신요건(Frequently Asked Questions - 
Vaccination Requirements) 
 
 
MoCo PRIDE는 10월 21일, 원격 온라인 모임을 주관합니다 
 
MoCo PRIDE Youth 는 10 월달 모임을 10 월 21 일(목) 오후 6 시-8 시, 원격 온라인으로 
주최합니다. 이 행사는 기관 업무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 앞으로 있을 행사에 관한 갱신된 안내와 정보를 받아 보기 원하시는 경우 다음 
웹사이트를 클릭합시다: https://linktr.ee/mocopride 
 
MoCo PRIDE Youth 는 Montgomery 카운티 전역의 고등학생과 중학생들이 함께 가정에서 
서로 연결되고 LGBTQ+ 학생 커뮤니티에 관해 배우고 옹호하기 위해 2019 년에 
설립되었습니다.  
  
 
MoCo EmpowHER가 개최하는 고등교육 행사; 중소기업 박람회  
 
10월 19일 오후 6시-7시 30분에 있는 MoCo EmpowHR가 주최하는 여성의 고등교육 행사에 
함께 합시다. 이 온라인 행사는 고등교육 분야의 여성 패널리스트들과 함께합니다. 이 
행사는 졸업생, 전문가, 프로그램 매니저에로부터 관심 있는 내용을 듣고 싶어하며, 
대학지원에 조언과 지도를 받고 싶어하는 모든 MCPS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합니다.  
행사 등록 
 
 MoCo EmpowHER의 일년 행사 스케줄을 봅시다. 
  
MoCo EmpowHER 은 또한, 여성과 남성이 아닌 MCPS 학생과 졸업생이 운영하는 스몰 
비즈니스를 찾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기관은 MoCo EmpowHER 의 중소기업 박람회에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1 월 16 일까지 mocoempowher@gmail.com 로 
이메일합시다.  
자세한 안내는 Instagram의 @mocoempowher 또는 www.mocoempowher.org를 봅시다. 
 

https://md-mcps-psv.edupoint.com/PXP2_Login.aspx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athletics/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uploadedFiles/departments/athletics/covid/Return%20to%20RAISE%20-%209.10.21.pdf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uploadedFiles/departments/athletics/covid/Return%20to%20RAISE%20-%209.10.21.pdf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uploadedFiles/departments/athletics/covid/Vaccination%20Requirement%20FAQs.pdf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uploadedFiles/departments/athletics/covid/Vaccination%20Requirement%20FAQs.pdf
https://linktr.ee/mocopride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jHz0hSabsT8S4FboIoeF46K8MhjCKW-w7N9GmYS-49_bG5Q/viewform
https://www.mocoempowher.org/events
http://www.mocoempowher.org/


MoCo EmpowHER 는 MCPS 중고등학생을 위한 리더십 기관으로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활기차며 긴밀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oCo EmpowHER는 여성 문제에 대한 열린 대화를 위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리더십 연구소에서 젊은 여성을 위한 리더십 개발을 제공하고, 여성 리더가 매달 
있는 커리어 중심 회의에서 다양한 커리어에 관한 옵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새 MCPS ESOL 디렉터를 만나봅시다 
 
교육 형평성과 우수성을 위한 정체성과 블랙과 브라운 연합(Identity and the Black and Brown 
Coalition for Educational Equity and Excellence)은 새 MCPS ESOL 디렉터인 Dr. Jennifer 
Norton 와 만나는 자리를 10 월 19 일(화) 오후 5 시-6 시에 스페인어로 개최합니다. Dr. 
Norton로부터 ESOL의 비전에 관해 듣고 질문에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는 
원격 온라인 행사로 Zoom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Meeting ID: 83632812013, Passcode: 383222 
 
Identity는 Montgomery 카운티의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며, 학업 및 경제적 삶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학교 내와 학교 밖의 3,000 명 이상의 청소년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Black and Brown Coalition for Education Equity and Excellence 는 학교에서 
피부색이 블랙과 브라운인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헌신하는 25개 
이상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Maryland STEM 페스티벌이 2021 미술 경연대회를 주최합니다  
 
Maryland STEM 페스티벌은 올해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주 전체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축하 행사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건강과 웰빙입니다. 이 축제는 
Maryland 의 과학의 교육적, 문화적, 재정적 영향을 강조합니다. 체험 활동, 대화의 장, 
실험실 투어, 자연 체험, 엑스포, 전시 및 공연 등을 통해 이 축제는 광범위하게 대중을 
참여시키고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줍니다. 자세한 안내는 다음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s://marylandstemfestival.org/ 
 
킨더가든-12학년 학생을 대상 2021 Maryland STEM 미술 경연대회 작품은 10월 31일까지 
받고 있으며 입선작품은 11월 14일 라이브 행사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세한 안내와 요건 
및 제출 방법은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s://marylandstemfestival.org/art-contest/art-
contests-2021 
 

https://marylandstemfestival.org/
https://marylandstemfestival.org/art-contest/art-contests-2021
https://marylandstemfestival.org/art-contest/art-contests-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