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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의 새로운 교장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159,000 명 시상의 학생들이 2016-2017 학사연도를 시작하며 8월 29일 월요일 학교 

에 등교하게 됩니다. 1,000명 이상의 교사가 채용되었고 새 학생들과 학생 가족을 

만날 생각에 기대에 차있는 새로운 31 명의 교장선생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CPS QuickNotes는 새 교장 선생님들에게 학교 공동체가 알기 원할 것 

같은 흥미/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공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초등학교 

 Bel Pre 초등학교 Dara Brooks 교장 선생님  

저는 여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최근에 코스타 마야와 코즈멜 그리고 온두라스를 

다녀왔어요.  

 

Beverly Farms 초등학교 Spencer Delisle 교장 선생님 

저는 제 평생 동안 커피와 골프 그리고 뉴욕제트를 사랑합니다.  

 

Brooke Grove  초등학교 Jolynn E. Tarwater 교장 선생님 

저는 남편 보디와 세 아이들, 로간, 스톤, 에벌리와 함께 하는 시간을 즐깁니다. 이 멋진 

도움이 저에게 배우는 자 그리고 지도자로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Brookhaven 초등학교 Anthony S. Felder 교장 선생님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Gaithersburg 초등학교 Meredith M. McNerney, 교장 선생님 

제가 12살 때, 저는 부모님께 커서 교장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제 제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Georgian Forest 초등학교  Sundra E. Mann 교장 선생님 

 

Highland View 초등학교 Galit Zolkower 교장 선생님 

저는 오븐에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Highland View 교직원은 매주 월요일에 있는 

머핀의 날을 즐기게 될 거예요! 

 

Broad Acres 초등학교에서의 JoAnn Leleck 초등학교 Harold A. Barber  교장 선생님  

저는 처와 함께 요가 수업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제 세 명의 딸, 런던, 

아덴, 엘로디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을 즐깁니다.  

 

Lakewood 초등학교 Debra A. Berner 교장 선생님 

저는 평생 공부를 하며 두 명의 멋진 아이들(MCPS가 낳은)을 키웠어요. 제 두 아이는 저와 

같이 공부하기를 좋아하며 저처럼 교사가 되었답니다! 

 

Maryvale 초등학교 Margaret S. Prin 교장 선생님 

제 남편과 저는 네 명의 아들이 있어요. 모두 MCPS를 졸업했고 우리는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을 즐긴답니다.  

 

Montgomery Knolls 초등학교 Arienne M. Clark-Harrison 교장 선생님  

저는 저의 바쁜 업무일과와 알찬 사회생활의 균형을 잘 유지합니다. 제 남편과 저는 

친구들 가족과 함께 이국적인 장소로의 여행을 즐기며 멋진 예술과 같은 요리를 하고 먹는 

것을 즐깁니다. 

 

Pine Crest 초등학교 Cheryl E. Booker 교장 선생님 

저는 저에게 영감을 주는 속담이나 격언 찾기를 좋아합니다. 저를 방문하시면 여러분은 제 

사무실에 가득 붙여놓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Rosemont 초등학교 Keely R. Cooke 교장 선생님  

저는 버지니아에서 제 남편을 만났지만 둘 다 뉴욕 출신이랍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20년 

되었고, 세 명의 아름다운 아이들, 카일라, 코리, 켈시가 있습니다.  

 

Spark M. Matsunaga 초등학교 James A. Sweeney 교장 선생님 

저는 Matsunaga에서 일하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제 와이프는 ESOL 교사이고 제 처제는 

독해 교사입니다.  

 

Strawberry Knoll 초등학교 Patrick E. Scott 교장 선생님 

저는 멕시코의 과달라하라에서 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아내와 4살과 살인 두 아들과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Watkins Mill 초등학교 Rock A. Palmisano 교장 선생님 

저는 정치정키이며 여행하기를 좋아합니다.  

 



William Tyler Page 초등학교 Stacey M. Brown 교장 선생님 

저는 제임스 본드와 제이슨 본 그리고 마블 만화 영화 시리즈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임스 본드 전집이 있으며 모든 영화를 한 번 이상 보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제임스 본드 

배우는 션 코넬리와 다니엘 클레이그입니다.  

 

 Woodfield 초등학교 Stephanie D. Brant, 교장 선생님 

저는 뛰는 것과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Girls on the Run of Montgomery와 

Gaithersburg Book Festival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Wyngate 초등학교 Travis J. Wiebe 교장 선생님 

저는 워싱턴 DC의 최신 식당에서의 식사를 즐기고 달리기와 실내 사이클링으로 운동을 

계속합니다.  

 

중학교 

Ridgeview 중학교,  Daniel Garcia 교장 선생님 

저는 12살 때, 온두라스에서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저는 밖에서의 활동을 좋아하고 정치 

소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 와이프는 MCPS에서 행정가로 있으며 함께 네 명의 멋진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Cabin John 중학교  John W. Taylor 교장 선생님 

제 아내는 특수교육 교사이며 우리가 MCPS의 8학년에 재학 중일 때 만났답니다. 저는 

대학에 다니는 매우 자랑스러운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Forest Oak 중학교 Shahid A. Muhammad 교장 선생님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자랑스러운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휴가 시간에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며 운동경기를 관람합니다.  

 

Hallie Wells 중학교 Barbara A. Woodward 교장 선생님  

저는 MCPS에 다니는 11학년과 두명의 8학년 자녀를 둔, 자랑스러운 부모입니다. 남편과 

딸들, 온 가족이 함께 스키를 타고 로드트립을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Kingsview 중학교 Dyan L. Harrison 교장 선생님  

저는 여행과 독서, 콘서트와 영화를 좋아합니다. 휴식을 위해 저는 남편과 함께 개봉일에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개봉날 보아야 우리 학생들이 영화 내용을 알려줘 버리는 

영화 스포일링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고등학교 

Northwest 고등학교 James N. D'Andrea 교장 선생님 

저는 새로 부임한 교장입니다만, 지난 9년간 우기 고등학교 커뮤니티를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2007-2012년에 Northwest 고등학교의 행정/교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같은 학군의 Kingsview 중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Springbrook 고등학교, Arthur Williams 교장 선생님 

 

Thomas S. Wootton 고등학교 Kimberly M. Boldon 교장 선생님 

 

Blair G. Ewing Center의 대체 교육 프로그램 Damien B. Ingram 교장 선생님 

저는 자랑스러운 딸을 갖은 아빠입니다. 딸은 Delaware 주립대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여가 시간에 저는 잉어를 위한 연못 만들기를 즐깁니다.  

 

교장(대리) 

 Viers Mill 초등학교 Matthew D. Hawkins 교장 선생님(대리) 

제 아내, 제시카는 MCPS에서 언어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즐기고 두 

아들, 카멜론과 체이스와 함께 야외에서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Garrett Park 초등학교 Daniel K. Tucci 교장 선생님(대리) 

제 아내, 젠은 Clopper Mill 초등학교의 주임 교사입니다. 저는 뉴마켓에 살며 우리의 멋진 

딸, 엘리자베스와 이사벨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Carderock Springs 초등학교 Jae W. Lee 교장 선생님(대리) 

저는 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제 두 살짜리 딸과 제 

아내와 함께요.  

 

새 학년 준비를 위한 체크 리스트: 2016-2017 학사연도를 준비합시다.  

학부모 여러분, 새 학년의 시작입니다! 자녀들의 성공적 학교생활을 위한 체크 

리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학교가 쉴 경우, 아플 경우,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할 경우 등 학교가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자녀의 비상 연락양식(Student Emergency 

Information form)을 작성합시다. 카드 작성 시,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하면 번역된 책자와 양식 및 워크숍 등 다양한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기 내내 다음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Edline에 등록합시다. Edline은 중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성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웹사이트 시스템입니다. 

 

 2016-2017 학사연도 학사일정표를 보고, 프린트, 다운받고 또한 중요한 행사 

나 일정 등의 최신 정보를 이메일로 받읍시다. 이 상호작용 달력은 자신의 

달력을 작성하여 각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oars/activate.shtm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calendar/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calendar/


 자녀의 버스 노선안내를 받아둡시다. 자녀 등하교 버스 정거장에 관한 질문의 

답은 이곳을 봅시다. 

 

 MySchoolBucks을 사용하시면 자녀의 급식 계좌에 급식비를 적립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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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학교의 백투 스쿨의 밤에 참석할 계획을 세워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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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및 구독, MCPS TV 시청,  MCPS App 다운받기  

 

 

첫 등교일의 사진 모집 

자녀의 첫 유치원 등교일 또는 졸업반의 첫 등교일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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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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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보내시면, MCPS 웹사이트에 자녀의 사진 게재를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질문은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and Web Services 전화 301-

279-3853 또는 이메일 pio@mcpsmd.org로 문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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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info/immunizations/
https://twitter.com/MCPS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emergency/alertmcps.aspx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itv/Guide/Current/ITV_Programs.shtm
http://montgomerycountypublicschoolsmcps.mobapp.at/
mailto:pio@mcpsmd.org
mailto:pio@mcpsmd.org


8월과 9월에 있는 MCPS 공립학교의 무료 예방접종 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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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척수막염균(MCV4) 예방접종을 학교 시작 전에 받아야 합니다. 

 

Montgomery County 보건복지부 직원이 7 학년 학생들에게 다음 여러 장소에서 

8 월과 9 월에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Tdap)와 수막염구군(MCV4) 백신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Maryland 주 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 8 학년과 9 학년이 되는 

학생은 예방접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학부모나 

학부모 대리인이 함께해야 합니다. 클리닉 방문시, 학생의 예방접종 기록을 가지고 

갑시다.  

 

클리닉 영업 장소와 일정:  

 

8월 27일(토) 오전 10시-오후 1시 

Dennis Avenue Health Center 

2000 Dennis Avenue, Silver Spring 

 

Germantown Health Center 

12900 Middlebrook Road, Germantown 

 

9월 13일(화) 오후 4시-7시 

Clemente 중학교, 18808 Waring Station Road, Germantown 

 

 

Benjamin Banneker 중학교, 14800 Perrywood Road, Burtonsville 

 

 

Eastern 중학교, 300 University Boulevard East, Silver Spring 

 

 

9월 14일(수) 오후 4시-7시 

Gaithersburg 중학교 

2 Teacher’s Way, Gaithersburg 

 

Argyle 중학교 

2400 Bel Pre Road, Silver Spring 

 



Francis Scott Key 중학교 

910 Schindler Drive, Silver Spring 

 

9월 15일(목) 오후 4시-7시 

Rocky Hill 중학교 

22401 Brick Haven Way, Clarksburg 

 

Briggs Chaney 중학교 

1901 Rainbow Drive, Silver Spring 

 

White Oak중학교 

12201 New Hampshire Avenue, Silver Spring 

 

추가로 업무시간을 연장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곳이 네 군데 있습니다. 클리닉 

스케줄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클릭을 클릭합시다.  

 

예방접종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Immunization Program(전화:240-777-1050) 또는 School Health Services 

(전화:240-777-1550)로 연락합시다.  

 

뉴스 속의 MCPS 

잠시, 몇 분 정도 시간 여유가 있습니까? MCPS에 관한 최근 뉴스 제목, 비디오, 

보도자료를 꼭 확인해봅시다. 

비디오  

새 교사 오리엔테이션 

2016 교육구 고등학교 여름학교 졸업식 

Greencastle 초등학교의 음식, 오락, 운동, 기본적인 것 프로그램 

Singer 초등학교 교사가 즐거운 여름을 만들었습니다. 

Education Matters: 새 교육감, Jack Smith 박사님을 만나봅시다. 

 

 

MCPS 교육구와 학교 뉴스 

Hallie Wells 중학교 학교장이 Clarksburg에 커뮤니티를 만들기 원합니다. 

Montgomery 카운티 두 학교가 “미국의 우수 고등학교”에 선발되었습니다. 

개학 전에 알아야 할 다섯 가지 

 

 

http://bit.ly/2aJeNgK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mainstory/story.aspx?id=494980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mainstory/story.aspx?id=494982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mainstory/story.aspx?id=492135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mainstory/story.aspx?id=491192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mainstory/story.aspx?id=491055
http://goo.gl/yy6uvp
http://goo.gl/DAuQbR
http://goo.gl/CXf1fx


보도자료 

MCPS가 책가방 캠페인 기부자를 찾고 있습니다. 

7학년 학부모는 새 예방접종 규정을 확인합시다: 8월과 9월에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합니다. 

교육위원회가 모든 학생의 성공법을 갱신하고 전략적 우선순위에 관해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press/index.aspx?pagetype=showrelease&id=4951&type=&startYear=&pageNumber=&mode=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press/index.aspx?pagetype=showrelease&id=4950&type=&startYear=&pageNumber=&mode=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press/index.aspx?pagetype=showrelease&id=4950&type=&startYear=&pageNumber=&mode=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press/index.aspx?pagetype=showrelease&id=4949&type=&startYear=&pageNumber=&mode=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press/index.aspx?pagetype=showrelease&id=4949&type=&startYear=&pageNumber=&mo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