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으로의 연결 서비스

종류

사회복지 서비스

• 학생가족의 필요를 평가분석.
•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협력으로의 연결.
(음식, 거주, 건강보험, 수입도움, 가구, 옷 등)
• 법률/이민수속과 의료 및 취업 도움.
• 통역/번역과 비상시 교통편 제공.
• 방과 후 탁아서비스 및 방과후와 여름캠프
프로그램 도움 안내방과후 탁아서비스 및
방과후와 여름캠프 프로그램 도움 안내.
• 공과금미납 등으로 인한 수도, 전기, 가스차단과
주택강제퇴거 예방.

지역사회교육과 개발

• 성인교육반 (예: 자녀양육, 문해교육/읽고 쓰기,
영어, 컴퓨터, 취업용 기술)
• 방과후 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청소년으로의 발전.
• 학부모간의 네트워킹과 가족활동 장려.
• 부모/청소년 리더십의 기회제공.
• 지역사회 전체의 행사. (음식/옷/장난감/책수거,
건강관련 박람회 등)

행동건강 관련 서비스

• 검사와 진단.
• 사회성 개발과 학생들의 서포팅 그룹.
• 정신과 진료와 약보급 및 관리로의 연결.
• 아동, 가족 및 그룹치료.
• 참관수업과 교사와의 상담.
• 행동건강에 관련된 주제의 학부모/교직원을 위한
워크숍.
• 위기 개입과 중재/안정.

학교에 있는 건강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건강관련 서비스
• 건강검진.
• 예방접종.
• 진단, 치료, 추천, 급성질환, 만성질환 아동의
케이스관리.
• 가벼운 찰과상 등의 치료.
• 약처방과 약지급.

학습으로의 연결 제공
Arcola ES
Eastern MS
Forest Oak MS
Fox Chapel ES
Gaithersburg ES*
Gaithersburg MS
Georgian Forest ES
Greencastle ES
Highland ES*
Harmony Hills ES*
JoAnn Leleck ES*
Kemp Mill ES
Loiederman MS
Maryvale ES
Montgomery Knolls ES

학교
New Hampshire Estates ES*
Oak View ES
Parkland MS
Pine Crest ES
Rolling Terrace ES*
Rosemont ES
Sargent Shriver ES
Silver Spring International MS
South Lake ES
Summit Hall ES*
Viers Mill ES*
Washington Grove ES
Weller Road ES*
Wheaton Woods ES

학습으로의 연결(Linkages to Learning)

Montgomery County, Maryland

기본 서비스제공
파트너십 기관

•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 City of Rockville
• Family Services, Inc.
• Mental Health Association
• YMCA Youth and Family Services
추가로 각 학습으로의 연결 프로그램 사이트
에서는 지역 종교 기관, 기업체, 경찰,
리크리에이션 부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비영리단체, 서비스 기관, 도서관, 예술과
문학 위원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학교와 학교
커뮤니티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일합시다.

* 학교에 기반을 둔 건강보건센터

자세한 안내

학습으로의 연결(Linkages to Learning)
www.montgomeryschoolsmd.org/ltl
240-777-1731 음성사서함
240-777-1111 팩스
LinkagestoLearning@
montgomerycountymd.gov
요청시 다른 신청 방식도 가능합니다.

학습으로의
연결

(Linkages to
Learning)

건강, 보건, 사회복지, 지역사회 개발,
건강한 가족관계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을 돕는
통합적 초점을 갖고 지역사회 학교와
협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MCDHHS가 이 프로그램의 주요
예산지원기관입니다. 그 밖의 자원 지원으로
Montgomery Coalition for Adult English
Literacy와 fees for service 및 그랜트 또 사업체,
종교 기관, 학교, 시민기관, 개인의 기부가 있습니다.

사명: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성공을 돕는
학교에 기반을 둔 종합적 서비스와 협력하여
Montgomery 카운티의 아이들과 아이들
가족의 웰빙을 향상합니다.

아동과 가족의
필요를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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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행동건강, 사회 복지 서비스 및 다양한
지역사회 육과 개발 관련 서비스를 통하여
비학습 관련 요소들이 학습을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각 학습으로의 연결 프로그램은
매년 지역사회의 필요를 분석하여 재원과 자원
또 필요에 따른 활동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청소년으로 구성된 각
사이트의 자문팀이 Linkage 프로그램 직원들과
함께 사이트가 있는 지역사회의 필요우선순위를
정하고 프로그램적용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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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형태: 건강, 보건, 사회복지, 지역사회
개발, 건강한 가족관계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을 돕는 통합적
초점을 갖고 지역사회 학교와 협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학습으로의 연결 서비스는 연간
5,400명 이상에게 제공합니다. 3,700명 이상
에게 빈곤으로 인한 또는 비학습 관련요소가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행동건강과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CPS

성장에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학습으로의 연결
프로그램은 Montgomery 카운티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MCDHHS),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와 지역사회 비영리단체의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Maryland
주, Montgomery 카운티 29개의 학교의
복잡한 사회, 행동, 건강,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199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학력증진을 위하여
비학습관련 장벽을
제거합니다.

지역
사업체

학습으로의 연결(Linkages to Lear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