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CPS 가족 여러분께,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의 인종차별 문제와 구조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와 교육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월 31일 전까지 이 설문조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는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로 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대규모 MCPS 반인종차별주의 시스템 감사의 일부입니다. 이곳을 통해 

감사에 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익명 설문조사이며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되고, 자녀 학교와 MCPS에 대한 가족 여러분의 

경험을 물어보는 설문조사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목표는 인종차별이 교습, 학습, 학부모 참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감사 기관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4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학생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학생 나이에 맞는 익명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각 학교는 설문조사 일정을 정합니다. 

 

이 설문조사와 감사에 관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기관의 학부모, 학생, 교직원은 설문조사 질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공해 

왔습니다. 설문조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질문의 예는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보고서는 6월 말, MCPS에 제공됩니다. 이 보고서는 MCPS의 감사 결과를 교육구 전체와 각 

학교별로 제공합니다. 

● MCPS는 커뮤니티와 보고서를 통해 발견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 이 웹사이트는 갱신된 내용을 제공합니다. 

● 궁금하신 점에 관한 답변은 이곳을 봅시다. 

 
 

  

https://maec.iad1.qualtrics.com/jfe/form/SV_bdUgwBrm5eGbtNc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antiracist/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antiracist/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wCa36-0zoNv-0lSpycM1jn_SPEsBarSHdunzNQsf0A/edit?usp=sharing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L-k14Wk52UJnrnD4NsEAVm3tkgbrQGQSM-W7F2zc2g/edit?usp=sharing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antiracist/action.aspx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fSuM4deCRuCNsyoj2f1qqpRgrpOzxFUMfYEmW8Zlzg/edit?usp=sharing


 

Staff Message 

 

교직원 여러분께,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의 인종차별 문제와 구조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와 교육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월 31일 전까지 이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는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로 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설문지 작성에는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는 익명 설문조사이며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되고, MCPS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을 물어보는 

설문조사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목표는 인종과 인종차별이 업무생활, 기회, 사회정서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감사 기관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대규모 MCPS 

반인종차별주의 시스템 감사의 일부입니다. 이곳을 통해 감사에 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와 감사에 관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SEIU, MCEA, MCAAP 직원이 설문조사 질문에 관해 의견과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질문의 예는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여 의견을 제공해주신 기관 리스트를 봅시다. 

● 보고서는 6월 말, MCPS에 제공됩니다. 이 보고서는 MCPS의 감사 결과를 교육구 전체와 각 

학교별로 제공합니다. 

● MCPS는 보고서 결과를 이해하고 보고서에서 알게 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모든 단계에서 직원과 커뮤니티의 참여하도록 합니다.  

● 이 웹사이트는 갱신된 내용을 제공합니다. 

● 궁금하신 점에 관한 답변은 이곳을 봅시다. 

 

https://maec.iad1.qualtrics.com/jfe/form/SV_25dnQaIUH3onVt4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antiracist/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L-k14Wk52UJnrnD4NsEAVm3tkgbrQGQSM-W7F2zc2g/edit?usp=sharing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wCa36-0zoNv-0lSpycM1jn_SPEsBarSHdunzNQsf0A/edit?usp=sharing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antiracist/action.aspx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fSuM4deCRuCNsyoj2f1qqpRgrpOzxFUMfYEmW8Zlzg/edit?usp=sha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