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자주 묻는 질문 

 

MCPS는 언제 휴교 결정을 내립니까? 

Maryland주법에 따르면 보건 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가 공중위생 문제로 학교 휴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건 복지부(DHHS)의 지침에 따라 학교를 계속 운영합니다. DHHS는 상황을 계속 

근접하게 모니터하며 변화가 있을 경우, MCPS에 이를 알립니다. 

 

학교가 휴교할 경우, 교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MCPS 는 학교가 휴교할 경우에도 주요 행정과 학습을 지속하는 계획을 이미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프리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의 교습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MCPS 학생은 모두 잘 구성된 온라인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을 위한 Google 계좌(Google Account for Education-

GAFE)가 있습니다. 학생과 학생 가족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습활동은 

온라인과 프린트물을 통해 제공합니다. MCPS 는 교습을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MCPL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학년과 수준, 과목에 맞는 비디오와 교습 

교재 및 자료를 제공합니다. 

• 타 웹사이트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 학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습 활동의 예를 제공합니다.  

• 이웃 또는 기타 지역별 지정 장소에서 제공하도록 교재와 자료를 준비합니다. 



• ITV 를 사용하여 다양한 학년 수준과 과목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부모는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현학교 간호사와 교직원은 학생과 함께 위생을 육성하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를 매일 청소를 하도록 학교 시설 

담당자들과 일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 가정에서 학생들이 건강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좋은 위생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안내는 CDC 자료를 봅시다. https://www.cdc.gov/flu/school/guidance.htm 

  

코로나 19(COVID-19)에 관련된 문제를 MCPS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Montgmery County Health Department 와 협력하여, MCPS 는 전세계의 

건강위기를 우리 지역에 주는 영향을 포함하여 모두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릴랜드와 워싱턴 수도권에 코로나 19에 감염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위험도는 현재 

낮습니다. MCPS는 지속적으로 지역 공중보건 기관과 카운티 정부와 함께 일하며 

지침과 행동을 취해 나아가며 필요한 경우, 우리 학교의 공중보건과 건강 문제를 

알리겠습니다. MCPS 는 그러나 모든 외국으로의 현장학습과 CDC 리스트의 

경계와 위험국가로의 단기 방문자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MCPS 는 지속적으로 

CDC 가 제공하는 추천사항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정보를 갱신하여 제공하겠습니다. 

 

MCPS 학생 또는 교직원 중 COVID-19 감염자가 있는 나라를 여행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에 올 수 있나요?  

현재 중국을 제외하고 각 나라 간의 여행 제한은 없으며 MCPS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에 오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의 COVID-19 

감염자 수는 매우 적습니다.  2020년 2월 24일, CDC는 COVID-19의 발생에 따라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으로의 여행을 피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https://www.cdc.gov/flu/school/guidance.htm


한국으로의 여행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index.html 
 

 

만약 학생이나 교직원 가족 중에 현재 중국을 여행 중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생 또는 교직원은 학교에 올 수 있나요? 

학생 또는 교직원이 중국을 여행하지 않았으며 중국을 여행한 사람과 접촉한 

가족이 14일 동안 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없을 경우, 학교 등교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MCPS는 중국을 방문한 학생 또는 교직원을 모니터하고 학교에 오도록 하나요? 

MCPS는 중국을 방문한 학생 또는 교직원을 모니터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은 중국 여행 후, 14일 이상이 지난 후에도 건강하며 더 이상 COVID-

19 리스크 기간이 아닌 경우,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 추가 

모니터링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MCPS 가 주최하는 해외여행 취소와 

외국에서 온 학생과의 교환 프로그램 취소에 관한 MCPS 발표를 참조합시다. 

 

우리 아이가 위험할 수 있나요? 우리 아이의 학교에서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CDC 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학생의 COVID-19 감염은 낮다고 합니다. 

특정 질문은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로 

인계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독감과 같은 다른 많은 바이러스가 

호흡질환을 일으키게 합니다. 감기, 독감 및 기타 호흡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호흡기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index.html


관련 예절: 기침/재채기를 할 때 입을 가리는 것, 손을 자주 씻는 것, 아픈 경우 집에 

있을 것 등을 잘 지키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병 예방과 건강한 위생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은 CDC 안내를 봅시다. 

 https://www.cdc.gov/flu/school/guidance.htm 

 

질문이 더 있을 경우는 누구에게 문의해야 합니까? 

질문은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또는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전화: 240-740-2837)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질병 관리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비디오: 코로나 COVID-

2019란 무엇인가 

질병 관리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비디오: 세균 전염을 막는 

방법 

 

CDC-코로나 19 바이러스 Coronavirus (COVID-19)의 증세  

CDC 코로나 바이러스 자료표/팩트 시트  (영어) (스페인어) 

https://www.cdc.gov/flu/school/guidance.htm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ownloads/COVID19-symptoms.pdf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ownloads/2019-ncov-factsheet.pdf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ownloads/2019-ncov-factsheet-sp.pdf


CDC 아플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어)  (Spanish) 

세균 감염 예방 포스터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킨더가든 -12학년 학교에서의 계절 독감 전염을 줄이기 위한 학교 행정 담당자를 

위한 지침 

Montgomery County (MD)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oronavirus 

COVID-19 정보 웹사이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ownloads/sick-with-2019-nCoV-fact-sheet.pdf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ownloads/sick-with-2019-nCoV-fact-sheet-sp.pdf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ownloads/stop-the-spread-of-germs.pdf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ownloads/stop-the-spread-of-germs-sp.pdf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ownloads/stop-the-spread-of-germs-chinese.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