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8월 제 1호 퀵노트 뉴스레터   

 

새로 취임하신 25명의 교장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2018-2019 학사연도를 시작하는 9월 4일, 화요일에는 163,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등교하게 

됩니다. 채용된 850명 이상의 교사와 새로 임명된 25명의 교장 선생님이 새 학생들과 학생 

가족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MCPS QuickNotes 는 새 교장 선생님들에게 학교 

공동체에게 알리고 싶은 흥미있는 사실이나 조언 한 가지를 공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초등학교 

 

Michael D. Bayewitz, Cloverly 초등학교 

저는 U2 밴드의 열광적인 팬이랍니다.  저는 U2 콘서트에 21번갔습니다.  

 

Meredith A. Casper, Dr. Charles R. Drew 초등학교 

저는 29년간 4개의 다른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저의 백투스쿨에 관한 조언은 아이들과 

사진을 찍으시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성장 후에도 부모님과 가족들이 함께 학교에 관련 

된 추억을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Michael W. Burd, East Silver Spring 초등학교 

저는 리틀리그 월드 시리즈가 개최되는 Pennsylvania 주, Williamsport에서 자랐습니다.  

 

Cassandra Heifetz, Glen Haven 초등학교  

저는 4 대째 교육자 집안 출신입니다. 제 고모/이모는 Colorado 에서 영어/읽기 영역을 

가르치고 제 할머니는 Pennsylvania에서 교사이자 도서관 사서이셨으며 제 증조할머니는 

Pennsylvania 시골에서 모든 학생이 한 반에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대를 이어 다음 세대로 배움에 대한 사랑을 장려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Ann Hefflin, Glenallan 초등학교 

저는 올해 교육자로는 28년째, 교장으로는 첫해를 맞이합니다. 제게 힘과 에너지를 주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 가족과 친구 그리고 혼자서의 평화로운 시간, 모두가 저에게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Carrie L. Zimmerman, Greenwood 초등학교 

저는 킨더가든, 2 학년, 4 학년 그리고 5 학년에 다니는 4 명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바쁜 

엄마입니다.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저는 놀이동산을 좋아해서 Hershey Park 의 일 년 

이용권을 가지고 있답니다.  

 

Maria D. Watson, Laytonsville 초등학교 

저는 남편과 강아지와 함께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우리 셋은 매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는 합니다. 물론 학교 행사가 있어서 늦는 날도 예외가 아니랍니다.  

 

Christine D. Oberdorf, Piney Branch 초등학교  

제 남편과 아들, 딸과 저는 인근 공원과 산책, 등산로를 하이킹하며 보내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모두, 멋지게 시작될 새 학사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Rachel C. Dubois, Bayard Rustin 초등학교 

 

Megan H. Murphy, Seven Locks 초등학교 

저는 MCPS 학교에 다니던 학생으로 저에게 많은 것을 준 교육구에 다시 돌아오게 되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 있지 않을 때는 남편과 아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Matthew A. Devan, Twinbrook 초등학교 

저는 New York, Rochester에서 자랐습니다. 스노모빌을 따고 겨울에 연못에서 하키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Twinbrook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Julius West 중학교와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에서 있을 최상의 프로그램의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우리 학생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Dr. Amy J. Alonso, Washington Grove 초등학교 

저는 친구들과 여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행지는 멕시코입니다. 올해, 제 

버켓리스트의 하나였던, 파라세일링을 완수했습니다! 

 

Audra M. Wilson, Westover 초둥학교 

저는 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식당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Zagat 가이드에 

있는 식당을 하나씩 섭렵하는 중입니다.  

 

Loretta A. Woods, Whetstone 초등학교  

저는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똑똑한 두 아들의 엄마이며 용감한 

경찰관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중학교 

 

Michelle L. Fortune, Benjamin Banneker 중학교 

제 어머니는 교사이셨으며 저에게 교사가 되도록 영감을 주신 분입니다. 저는 높은 수준의 

학습과 서비스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가 

시간에 달리는 것을 좋아하고 가족과 해변가에서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Stephanie S. Sheron, Briggs Chaney 중학교  

저는 MCPS 가족입니다. 제 남편도 저처럼 MCPS에서 일하고 있으며 6살인 아들도 MCPS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자인 것을 사랑하고 또한 가족과 바닷가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Dr. Annemarie K. Smith, North Bethesda 중학교 

저는 4 개의 대륙에서 산 적이 있지만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있는 커뮤니티에서 교장 

으로서 첫발을 디디게 됩니다! 

 

Jon Green, John Poole 중학교 

 

Shauna-Kay J. Jorandby, Sligo 중학교 

저는 좋은 책 속으로 폭 빠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학생들이 새로운 책 시리즈를 항상 

알려주고는 합니다. 저는 제가 많은 책 팬클럽의 회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등학교  

 

Brandice C. Heckert, Winston Churchill 고등학교 

 

Cary D. Dimmick, Gaithersburg 고등학교 

 

Elizabeth L. Thomas, Quince Orchard 고등학교 

저는 Ragnar, Warrior Dash, Savage, , Rock N Roll Half Marathon 등 달리기 행사와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Dr. Eric L. Minus, Sherwood 고등학교 

성과에 대한 충만한 에너지와 높은 기대와 함께 학습과 교육에 임합시다. 누구도 자신이 

세운 목표보다 높은 기대치를 자신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우수함이 유일한 선택사항 

입니다.  

 



Robert W. Dodd, Walt Whitman 고등학교  

저는 비공식적이지만, 모든 종류의 학교,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장을 역임한 세 명의 

교육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특수학교 

Stephanie Schaufelberger, Rock Terrace School (임시)  

 

 

새 학년 준비를 위한 체크 리스트: 2018-2019 학사연도를 준비합시다. 

 

학부모 여러분, 새 학년을 시작합니다! 자녀들의 성공적 학교생활을 위한 체크 리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myMCPS 학부모 사이트에 등록합시다! myMCPS 는 중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시스템입니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학부모는 새 myMCPS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은 무료이며  iTunes 와 

Google Play을 통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비상연락양식(Student Emergency Information form)을 작성합시다. 
 

 myMCPS 포털 또는 자녀의 학교를 통해, 자녀의 비상연락양식(Student Emergency 

Information form)을 작성합시다. 학교가 일찍 끝나거나 학생이 아플 경우, 또한 

중요한 내용이나 갱신 내용이 있을 때, 학교는 비상연락처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학기 내내 다음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자녀의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시면 자원봉사자용 Child Abuse and Neglect 

training modules 교육을 이수합시다.  

 

 2018-2019 학사연도 학사일정표를 보고, 프린트, 다운받고 또한 중요한 행사나 일정 

등의 최신정보를 이메일로 받읍시다. 달력, 학사일정은 상호작용 달력으로 자신의 

달력을 작성하고 각자에게 중요한 날이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자녀의 버스노선 안내를 받아둡시다. 자녀 등하교버스 정거장에 관한 질문의 답은 

이곳을 봅시다. 

 

 MySchoolBucks을 사용하시면 자녀의 급식 계좌에 급식비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이 매일 학교에 돈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카페테리아에 현금과 체크로 급식비를 내거나 적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7 학년-11 학년이라면,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Tdap)와 뇌척수막염균 

(Meningococcal-MCV4) 예방접종을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꼭 마칩시다. 

https://portal.mcpsmd.org/public/
https://itunes.apple.com/us/app/mymcps-mobile/id1134645011?mt=8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blackboard.community.montgomeryschoolsmd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childabuseandneglect/#Volunteer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childabuseandneglect/#Volunteer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calendar/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calendar/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transportation/busroutes/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transportation/contact/supervisors.aspx
https://www.myschoolbucks.com/ver2/login/getmain?requestAction=home


Maryland에서 요구하는 모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은 예방접종 후 서류를 제출 

할 때까지 등교를 할 수 없습니다.  

 

 학교 규칙과 규정에 관해 알아봅시다.  

 

 자녀 학교의 백투 스쿨의 밤에 참석할 계획을 세워 둡니다. 

 

 디지털 시민 웹사이트(digital citizenship)를 보시고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도구를 

책임감있고 존중하며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 배워 자녀들에게 도움을 줍시다.   

  학부모 아카데미에 관해서 알아보시고 한국어 워크숍 등, 무료 워크숍에 

참석합시다.   

 학교기간 중, MCPS 소식을 들읍시다. Twitter 팔로우하기 (@mcps), 페이스북 

(/mcpsmd), 유튜브 채널 정기 시청(/MCPSTV), AlertMCPS 등록 및 구독, MCPS TV 

시청, myMCPS 학부모 포털 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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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미만)로   pio@mcpsmd.org 에 보내주세요. 자녀의 이름과 학년 그리고 학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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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에 있는 무료 예방접종 클리닉 

 

Maryland 주에서는 7 학년-11 학년 학생들이 모두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Tdap )와 

뇌척수막염균(MCV4) 예방접종을 학교 시작 전에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info/immunizations/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students/rights/index.aspx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uploadedFiles/mainstory/published/2018/2018-08/2018-19-BTSNSchedule.pdf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igital-citizenship/index.html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arentacademy/
https://twitter.com/MCPS
https://www.facebook.com/mcpsmd/
https://www.youtube.com/user/MCPSTV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emergency/alertmcps.aspx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itv/Guide/Current/ITV_Programs.shtm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itv/Guide/Current/ITV_Programs.shtm
https://portal.mcpsmd.org/public/home.html
mailto:pio@mcpsmd.org
mailto:pio@mcpsmd.org


 

Montgomery County 보건복지부 직원이 학생들에게 다음 여러 장소에서 9 월에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Tdap)와 수막구균(MCV4) 백신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Maryland 주 내 

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이 되는 학생은 모두 예방접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학부모나 학부모 대리인이 함께 해야 

합니다. 클리닉 방문 시, 학생의 예방접종 기록을 가지고 갑시다.  

클리닉 스케줄 보기 

클리닉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240-777-1050로 문의합시다.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uploadedFiles/info/immunizations/Attachment%20B%20-%20Montgomery%20County%20Department%20of%20Health%20and%20Human%20Services.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