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portunity Neighborhoods(ON)는 정의된 커뮤니티의 거주자, 서비스 제공자, 

학교 및 기타 지원자를 모아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공정

한 결과를 달성하고자 공유된 비전을 만드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하나요?   

ON 파트너는 사이트와 시스템 내외에 걸쳐서 집단적 영향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 ON인가? 우리는 다음을 위해 함께 일할 때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환영하고 연결된 

커뮤니티  

유치원을 준비하

는 어린이  

취업 

준비 

청년  

학업에 성공한 청

소년 

건강한 청년과  

안정된 가정 

"ON"에 대해 알아보기  

커뮤니티 문제, 근본 원인 및 가능한 솔루션은 

형평성 및 트라우마 렌즈를 통해 이해됩니다. 

지역 주민과 서비스 제공자는 함께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

제를 이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회적 움직임을 구축

하고, 해결책을 만들고, 서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리드 파트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식별된 목표를 향

한 진행 상황을 측정 및 추적하고 정보 격차를 해결

합니다. 

파트너는 진행 중인 기존 이니셔티브를 지원 및 홍보

하고 적절한 경우 입증된 관행에 의존하여 노력을 중

복하거나 "재창조"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파트너는 사람과 커뮤니티를 현재 자신들이 있는 곳

에서 만나고, 강점을 구축하고, 계층적이고 보완적인 

노력을 추구합니다. "모두에게 적합한" 접근 방식은 

없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 이

익 활동은 장벽이나 사일로를 넘어 거주자와 파트너

가 공동으로 지원하고 촉진합니다. 

레지던트와 파트너는 개인, 커뮤니티, 시스템 

전반에 걸쳐 격차를 파악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변화를 추구합니다. 

관계 구축, 협업, 데이터 개발, 옹호 및 역량 구축의 기초 

작업은 가치가 있으며 자금, 인력 및 헌신을 쏟아 붓고 있

습니다.  

더 알아보기: http://bit.ly/opportunityneighborhoods 

이메일: ONNetwork@fairfaxcounty.gov 

http://bit.ly/opportunityneighborhoods
mailto:ONNetwork@fairfaxcounty.gov


누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각 ON 사이트에는 지역사회 주민 및 기타 파트너와 협력하여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목표를 확인하고 계획하고 달성하는 선도적인 비

영리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는 여러 위치에서 유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이트에 걸쳐 협력하고 있으

며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보다 광범위한 이니셔티브에 연결하여 어린이와 보호자의 삶과 기회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ON은 어디에 있습니까? ON은 2022-23년 현재 패어팩스 카운티y 주변의 5개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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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2011 2016 2020 2020 2021 

FCPS 지역  3 1 2 1 2 

HHS 지역  1 3 2 3 2 

사이트 범위  

우편 번호 22306 및 22309

의 우선 순위 커뮤니티와 해

당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

공하는 Mount Vernon 및 

West Potomac 피라미드의 

학교  

우편 번호 20190 및 20191

의 우선 순위 커뮤니티 및 

해당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South Lakes 피

라미드의 학교  

우편 번호 22041 및 

22044에 있는 우선 

순위 커뮤니티 및 해

당 커뮤니티에 서비스

를 제공하는 Justice 

피라미드의 학교  

우편 번호 20170 및 20171

의 우선 순위 커뮤니티 및 

해당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Herndon 및 

Westfield 피라미드의 학교  

우편 번호 22003의 우선 

순위 커뮤니티 및 해당 커

뮤니티를 지원하는 

Annandale 및 Falls Church 

피라미드의 학교  

성공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ON 파트너는 학생 인구 통계, 유치원 등록, 학교 출석, 학업 성취도, 식량 안보, 보고된 학생 행동 사건 등에 대한 커뮤니티 수준의 

데이터를 추적합니다. 

또한 리드 파트너는 다음과 같은 작업 결과를 추적합니다. 

-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거주자 리더, 파트너 및 직원의 비율; 

- 커뮤니티에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증가했다고 보고한 파트너 수; 

- 기회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한 지역 주민 참가자의 비율; 및 

- 계획 및 파트너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지역 청소년 및 성인 커뮤니티 리더의 수. 

더 알아보기: http://bit.ly/opportunityneighborhoods 

이메일: ONNetwork@fairfaxcounty.gov 

http://bit.ly/opportunityneighborh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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