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퀵노트 뉴스레터  

개학 준비판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MCPS는 여름이 끝나가는 지금, 학생과 교직원을 맞이하여 함께 활기찬 새 학년도를 
시작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구는 새 학사연도 우선순위의 하이라이트 
와 모든 학생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공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구의 오랜 
헌신을 담은 비디오 메시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올해 백투스쿨 비디오에서의 인사와 소개는 교육위원회 의장인 Michael Durso 박사, 
우리 교육구  Jack Smith 교육감, 2017년 Washington Post 올해의 교사상을 수상한 
Sean Pang 선생님, 올해 새롭게 개교한 Silver Creek 중학교 Dr. Traci Townsend 
교장선생님, Watkins Mill 고등학교  카페테리아 매니저인 Irene Thompson 씨가 
합니다.  

2017-2018 학사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육감 Smith 박사가 교직원에게 보낸 '교육구의 주요 가치에 대한 헌신 메시지'를 
읽어봅시다. 
 

26명의 새로운 교장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2017-2018 학사연도를 시작하는 9 월 5 일 화요일에 161,000 명 이상의 학생들이 
등교하게 됩니다. 채용된 900명 이상의 교사와 새로운 26명의 교장 선생님이 새 
학생들과 학생 가족을 만날 기대에 부풀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MCPS QuickNotes 는 새 교장 선생님들에게 학교 공동체에게 알리고 싶은 
흥미/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공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초등학교 
 
Lawrence Chep, Clopper Mill 초등학교 교장 

 

Karen M. Cox, Westbrook 초등학교 교장 

저는 한 명의 7 학년과 두 명의 6 학년 학생(모두 MCPS 에 다녀요)이 자랑스러운 바쁜 
엄마입니다. 해변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Mark Craemer, Darnestown 초등학교 교장 
제 아내와 제 세 명의 처제들은 모두 교육자입니다. 저희 가족은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에 
열정이 있으며 아이들의 인생에 긍정적이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Kristin Donohue, Cannon Road 초등학교 교장 
저는 줌바댄스와 라틴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최근에 Puerto 
Vallarta 로 휴가를 다녀왔어요. 리조트에서 틀어준 라틴 음악 중 많은 음악이 아는 
음악이더라고요.  
 
Matthew Hawkins, Viers Mill 초등학교 교장 
제 아내, 제시카는 MCPS에서 언어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카멜론과 체이스와 
함께 야외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며 타주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는 것을 즐깁니다.  
 
M. Deneise Hammond, Rachel Carson 초등학교 교장 
저는 결혼 17년째인 남편 크리스와 7살 아들 C.J.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며 어디를 
가든 조금이라도 긍정을 나누도록 노력합니다.  
 
Lisa Henry, Summit Hall 초등학교 교장 
우리 가족과 저는 함께 해변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Matsunaga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두 명이 있습니다.  
 
Craig Jackson, Woodlin 초등학교 교장 
 
Courtney Jones, Cashell 초등학교 교장 
개학은 샐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개학 첫날은 가정에서의 정기적 스케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Xavier Kimber, Brookhaven 초등학교 교장 
딸 Zai와 볼링 연습 또는 아들 Evan과 야구 연습을 하지 않을 때는 일 년에 한 번은 Oakland 
Raiders의 경기를 보러 여행을 합니다. 
 



Jae Lee, Carderock Springs 초등학교 교장 
저는 한국,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13살 때 미국에 왔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10월에 태어날 
둘째 딸을 기다리고 있어요.  
 
MaryBeth O. Mantzouranis, Weller Road 초등학교 교장 
제가 좋아하는 것은 해변가에서 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이지만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깁니다.)  그래서 해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때가 제일 
좋아요.  
 

Candace Ross, Kensington Parkwood 초등학교 교장 

프랑스에 일 년 살며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 녹음을 했었어요.  

 

Daniel K. Tucci, Garrett Park  초등학교 교장 

제 아내는 Dr. Martin Luther King Jr 중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딸이 하는 운동, 
골프, 축구, 수영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중학교 
 
Norman Coleman, Francis Scott Key 중학교 교장 
저는 지상에서 2,000 피트 이상 높이인 캐년에서 집라인을 해서 건넜어요.  
 
Matt Johnson, Eastern 중학교 교장 
제 아내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을 때는 축구와 양봉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Kisha Logan, Montgomery Village  중학교 교장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학생시절, Mighty Sound of Maryland 마칭밴드에서 
플룻과 멜로폰은 연주했어요.  Terps와 함께 미전국을 여행하고 추수감사절에는 Macy’s 
Thanksgiving Day Parade에도 참석했었죠.  
 
Alana Murray, Shady Grove  중학교 교장 
저는 쌍둥이예요. 제 쌍둥이 언니는 Marquette 대학에서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제 
양가 할머니는 모두 교사였으니 교육이 우리 가족피 속에 흐르고 있죠.  
 
Heidi Slatcoff, Earle B. Wood  중학교 교장 
대학 배구 선수였던 저의 스포츠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다양한 우동 경기 관람을 
좋아합니다.  
 
 
 



Traci Townsend, Silver Creek  중학교 교장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대부분의 날은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MCPS 인생에서 제일 
신나는 사건은 제가 Silver Creek 학교 커뮤니티의 새 인원이 된 것입니다.  
 
고등학교 
 
Casey Crouse, Damascus 고등학교 교장 
17세와 14세인 제 두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곳은 햇살이 
빛나고 물이 따뜻한 해변가입니다. 
 
Shawn Krasa, Thomas Edison 학교 교장 (비디오) 
 
 
Joshua Munsey, John L. Gildner Regional Institut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교장 

저는 MCPS를 졸업한 (Wheaton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Gaithersburg 고등학교를 졸업한 제 
아내와 MCPS 학생 (Olney 초등학교, Rosa Parks 중학교, Sherwood 고등학교)인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Edward Owusu, , Clarksburg 고등학교 교장 
저의 첫 선생님(우리 어머니)은 학습과 학교생활의 모든 부분을 즐기라고 하셨었죠. 저는 
그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제 일을 사랑합니다. 저는 제 꿈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Robert Sinclair, James Hubert Blake 고등학교 교장 
저는 MCPS에 재학 중인 자랑스러운 Northwest 고등학교 10학년과 Kingsview 중학교 7학년 
학생 부모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싶은 교육환경을 우리 학생 모두에게 
제공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교장 대리 
 
Jon Green, John Poole 중학교 임시 교장 
제 아내와 저는 Blake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함께 가르칠 때 만났습니다.  저희는 MCPS에 
다니는 자랑스러운 아이들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저는 커피와 달리기 그리고 Yankees를 
사랑합니다! 
 
 
새 학년 준비를 위한 체크 리스트: 2017-2018 학사연도를 준비합시다.  
 
학부모 여러분, 새 학년을 시작합니다! 자녀들의 성공적 학교생활을 위한 체크 
리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학교가 쉴 경우, 학생이 아플 경우,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할 경우 등 학교가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자녀의 비상연락양식(Student Emergency 
Information form)을 작성합시다. 학기 중 다음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myMCPS 학부모 사이트에 등록합시다! myMCPS 는 중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시스템입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님은 10 월부터 myMCPS 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학부모는 새 myMCPS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은 무료이며 iPhone 앱스토어와 Google Play를 통해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2017-2018 학사연도 학사일정표를 보고, 프린트, 다운받고 또한 중요한 
행사나 일정 등의 최신정보를 이메일로 받읍시다. 이 상호작용 달력은 자신의 
달력을 작성하여 각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자녀의 버스노선안내를 받아둡시다. 자녀 등하교버스 정거장에 관한 질문의 
답은 이곳을 봅시다. 
 

 MySchoolBucks 을 사용하시면 자녀의 급식 계좌에 급식비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급식비를 적립해 두면, 자녀가 매일 학교에 돈을 가지고 가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테리아에 현금과 체크로 급식비를 내거나 
적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7 학년 또는 8 학년입니까?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Tdap)와 뇌척수막염균(Meningococcal-MCV4) 예방접종을 꼭 
받읍시다. Maryland 에서 요구하는 모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은 
예방접종 후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등교를 할 수 없습니다.  

 
 학교 규칙과 규정에 관해 알아봅시다. 

 
 자녀 학교의 백투 스쿨의 밤에 참석할 계획을 세워 둡니다. 

 
 학교기간 중, MCPS 소식을 들읍시다. Twitter 팔로우하기(@mcps), AlertMCPS 
등록 및 구독, MCPS TV 시청, myMCPS parent portal에 등록합시다.  

 

 



첫 등교일의 사진 모집 

첫 유치원 등교일이나 졸업반의 첫 등교일 여부에 상관없이 자녀의 학교 첫 
등교일은 항상 부모님께 특별한 시간입니다. 교육구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이 
멋지고 기념할 만한 추억을 모으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녀의 학교 첫날 스냅 
사진을 보내주세요. 많은 사진이 MCPS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화요일 아침부터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메일로의 응모는, 가장 잘 나온 첫 등교일 가로 사진을 선택하셔서 jpeg 파일(4 
MB미만)로   pio@mcpsmd.org에 보내주세요. 자녀의 이름과 학년 그리고 학교를 
적어주세요. (성은 밝히지 않습니다) 

소셜 미디어로는, hashtag #MCPS1stday를 이용하여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올려진 사진 일부는 MCPS 트위터 피드 상에서 재트윗됩니다. 

사진을 보내시면, MCPS 웹사이트에 자녀의 사진 게재를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질문은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and Web Services 전화 240-
740-2837 또는 이메일 pio@mcpsmd.org로 문의합시다. 

 
8월에 무료 예방접종 클리닉  
 
Maryland 주에서는 7 학년 학생들이 모두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Tdap )와 
뇌척수막염균(MCV4) 예방접종을 학교 시작 전에 받아야 합니다. 
 
Montgomery County 보건 복지부 직원이 학생들에게 다음 여러 장소에서 8 월에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Tdap)와 수막구균(MCV4) 백신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Maryland 주 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 8학년, 9학년, 10학년이 되는 학생은 예방접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학부모나 학부모 대리인이 
함께 해야 합니다. 클리닉 방문 시, 학생의 예방접종 기록을 가지고 갑시다.  
 
이 클리닉은 다음 장소에서 개최합니다. 

 
예방접종 클리닉 

 
School Health Services Center 
4910 Macon Road, Rockville 
월, 수, 금요일 
오전 8시 30분-11시 20분 



 
Dennis Avenue Health Center 
2000 Dennis Avenue, Silver Spring 
화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Germantown Health Center 
12900 Middlebrook Road, 2nd floor, Germantown 
수요일 8시 30분-12시 목요일 1시-4시 
 
Silver Spring Health Center 
8630 Fenton Street, 10th floor, Silver Spring 
수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클리닉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240-777-1050로 문의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