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 에서의 첫 학기 안내서(비공식)
고등학교에 대해 생각하면 학생들만 아니라 부모님도 많이 염려되고 불안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교육, 활동, 사회생활에 책임을 갖고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속을 잘 털어놓거나 말을 많이 하지 않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부모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도 모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WJ 학부모와 WJ PTSA의 Counseling Advisory
Committee(CAC)가 함께 여러분이 갖게 될 다양한 질문에
답해 드리기 위해 이 안내책자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WJ 웹사이트를 봅시다: www.walterjohnson.com
학사일정을 봅시다.
 교사 이메일 주소를 확인합시다.
 Edline 성적보고 시스템에 등록합시다.
 시간표, 버스 스케줄, 방과 후 운동활동 스케줄 등을 찾아봅시다.




홈페이지의 사이트맵을 사용하여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WJ PTSA Bulletin Board: www.walterjohnson.com/listserv (구독신청안내)

학교와 PTSA가 보내는 학교에서 보내온 최신 정보를 봅시다.
 월간 PTSA 뉴스레터를 봅시다. PTSA 뉴스레터에는 학교의 중요한 행사 안내와
중요한 일정 안내, 교장 선생님과 PTSA 회장의 글, 과목별 소식과 그 외의 많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연과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뉴스레터는 이메일로
학부모님께 보내지며 학교 웹사이트 home 의 Publications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
니다.
 MCPS 퀵노트 안내를 구독합시다. 영어판과 함께 한국어판도 있습니다.
 Edline:


Edline은 학생 성적, 과제, 수업 시간에 제공되는 교재, 중요한 안내 등을 교직원,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님 각자에게 Edine에 접속할 수 있는 코드를 첫 학기 초에 제공
합니다. 계좌개설에 도움이 필요합니까? 다음 이메일 주소로 연락합시다.
edline@walterjohnson.com

학교는 몇 시에 시작하고 몇 시에 끝납니까?
 수업은 7시 39분에 시작하여, 2시 30분에 끝납니다. 시간표 등의 자세한 안내는 다음
웹사이틀 봅시다: www.walterjohnson.com/about/bells
 학생은 학기 첫날, 성적표 배부일 등 특정한 날에만 조회인 학급회(Home Room)에 참석
하게 됩니다.

학교 생활은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학생들은 하루에 7교시를 듣습니다. 각 과목은 2번의 성적산출 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매 성적 산출기간이 반 지나면 학생은 중간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학기 성적은 일반적
으로 두 번의 성적산출기간 성적과 학기 말 시험을 통해 결정됩니다. 첫 학기와 두
번째 학기의 성적은 별도로 보고됩니다. 학생은 학기마다 다른 교사에게 배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 일정표: 시험은 매 학기 말에 있습니다. 시간표는 가정에 우송되며 비상시 휴교에

관한 안내와 함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하루에 두 과목씩 봅니다.
시험기간에는 학생은 시험이 있을 경우에만 학교에 등교합니다. 시험이 없을 경우는 그
시간에 학교에 안 와도 됩니다.(예: 음악, 체육을 수강할 경우, 시험기간에 시험이 없음)
그러나 학생이 2 교시 시험을 볼 경우, 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스쿨버스는 정시
운행을 하며 스쿨버스 출발 시간까지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합니다.
 1학기, 2학기, 3학기 성적표는 학급회 시간에 직접 전해주며 마지막 학기 성적표는 2주

후에 학교가 각 가정에 우송을 하게 됩니다.
오픈 런치란 무엇입니까?
WJ에서는 모든 학생이 같은 시간에 점심을 먹습니다:

11시 12분-11시

54분 (정상 수업 시) 점심 시간은 학생들이 교사를 만나고 동아리 활동을

하며 숙제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부모님이 허락할 경우 점심 시간에 학교를 떠나 점심식사를 사먹으러 갈 수
있습니다. 학교는 점심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인근 음식점과 이야기를
해두었으며 지금까지 WJ 전통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통학버스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합니까?
MCPS 스쿨버스국(Bus Depot): 301-469-1070으로 연락합시다.

학교 휴교와 지연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TV와 라디오: 지역 방송국: 지역 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비상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CPS 웹사이트: 홈페이지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
 이메일: 퀵노트(뉴스레터): 날씨에 관련된 메시지를 6개국어로 이메일을 통해 제공
합니다. (영어, 중국어, 불어, 한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WJ Bulletin Board를 통해
구독할 경우, 영어판 퀵노트(뉴스레터)를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영어 외의 다른
언어(한국어 포함)로 받고 싶으신 경우는 다음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info/quicknotes
 텍스트 메시지와 이메일: Alert MCPS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info/emergency/sources/alertmcps
 텍스트 메시지와 웹사이트: 트위터: http://twitter.com/mcps
 전화 자동안내: 301-279-3673
 전화: ASK MCPS: 301-309-6277. 월-금, 오전 8시-오후 6시에 영어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교직원이 직접 안내를 제공합니다.

학생봉사학습활동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학생은 졸업 전 75시간의 봉사학습활동을 이수해야 합니다. 시간 중 30시간은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내는 WJ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montgomeryscㅇhoolsmd.org/departments/ssl/

Booster 클럽과 PTSA 는 무엇입니까?
Booster 클럽과 PTSA는 학교를 돕는 학부모님들의 모임으로 학교 모임 중 제일 큰 모임입니다.
 Booster 클럽은 운동만이 아닌 모든 특별활동을 후원합니다.

회비와 모금활동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특별활동을 돕습니다.
Booster 클럽은 학부모님께서 회의에 참석하고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WJ 웹사이트 "Parents"
이나
클럽
회장(president@wjboosterclub.com)에게
문의합시다.
 PTSA는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일하며 WJ 학군의 교육수준을
대변하며 학부모에게 필요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모임 일정과 정보는 WJ 웹사이트를 봅시다. 자세한 문의는 WJ 웹사이트 "Parents" 이나
PTSA 회장(ptsapres@walterjohnson.com)에게 문의합시다.
WJ Booster Club 과 WJ PTSA 는 학부모님의 참여를 환영하며 학부모님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Counseling Advisory Committee (CAC)는 무엇입니까?
Counseling Advisory Committee (CAC)는 PTSA가 후원하는 위원회로 학부모, 학생, 학교

간의 의사소통을 향상하도록 Counseling Services Department와 WJ 행정진과 함께
일하는 기관입니다. CAC는 카운슬링 서비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포럼을 후원합니다.
포럼은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설명회, 대입지원서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대학 포럼 등입니다. 회의에 관한 설명은 WJ 웹사이트의 'Parents" 섹션, CAC
페이지를 봅시다.
Walter Johnson High School 교육재단이란 무엇입니까?
Walter Johnson High School 교육재단은 2006년 졸업생, 학부모, WJ 커뮤니티 회원이
함께 모여 WJ의 재건축을 시작으로 교육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을 돕기위해 설립
되었습니다. 재건축에 필요한 장비를 사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강당의
비디오와 오디오 시스템 구매, 언어 실습실에 필요한 예산 모으기, 그리고 교직원의
연장교육 및 계발을 위한 그랜트 제공 등을 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졸업생 그리고
사업가들이 Walter Johnson 고등학교에 더 많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단에 관한 안내와 회의일정 및 연락처에 대한 안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www.wjedfoundation.org/)

백투스쿨 나잇이란 무엇입니까?
백투스쿨 나잇은 가을 학기 초에 있으며, 학교 웹사이트와 PTSA 전자 우편 목록을 통해
안내가 나갑니다.
학교에 차로 데려다줄 때, 알아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등하교 시 학생이 차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곳은 Spring Drive 선상의 건물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WJ 웹사이트를 봅시다. 웹사이트 위의 “About Us”에 있는
“Useful Links”를 봅시다. 안전상의 이유로 학부모님께 지정장소에서 자녀를 내려주어야
하며 길가에서는 학생을 내려주거나 픽업할 수 없습니다. 안전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갑자기 차도로 나와서 일어나게 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어떻게 연락하면 됩니까?
질문이나 염려되는 점이 있는 분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자녀 담당 교사와 연락합시다.
교사마다 선호하는 연락방법이 다릅니다. 주로 백투 스쿨 나잇이나 첫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강의계획서(syllabus)에 나와있습니다. WJ는 모든 교사에게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학부모님께 하루 이내에 연락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연락이 안될 경우, 주임교사(예: department 책임교사)께 연락합니다. 주임교사와 연락이
안 되거나 질문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각 부서를 담당하는 교감 선생님께
연락합니다. 교감 선생님과 각 부서 책임 교사의 연락처는 WJ "Administration"에
있습니다. WJ 교직원의 이메일주소도 또한 WJ 웹사이트 "Directories"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교사 이메일주소는 항상 firstname.lastname@walterjohnson.com 형태입니다
카운슬링 사무실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WJ 카운슬러는 학기 중, 사전예약한 학생들을 만나며 사전 예약이 없는 학생을 위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7시 20분 – 7시 45분
11시 12분 – 11시 54분
2시 30분 – 2시 50분
담당 카운슬러는 학생 성의 알파벳 순서로 정해집니다. 담당 카운슬러는 학교 웹사이트
Students, Counseling Department, and Counselor Assignments에 있습니다. 또한
카운슬러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파트타임으로 근무합니다.
개인교습 프로그램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개인 교습에 관한 안내는 학교 웹사이트
Services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WJ Student Support, Counseling & Related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schools/wjhs/studserve/) 다양한 어너소사이어티
(예: 내셔널 어너소사이어티, 과학 어너소사이어티, 수학 어너소사이어티 등)이 제공하는

개인교습 프로그램이 학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뉴스란 무엇입니까?
 WJ 웹사이트에 클래스 별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WJ의 클래스와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안내는 WJ 웹사이트에서 “Student Activities”를 클릭 후, Student Governances를
봅시다.

Academic Support Center (ASC)는 무엇입니까?
WJ의 ASC는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특수교육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ASC는,
 Aspergers program은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강화된 교습을 제공함과 동시에 조정과
사회성에 필요한 기술을 함께 가르칩니다.
 GT/LD 프로그램은 학생의 때문에 영향을 주게 될 분야에 필요한 조정을 제공함과
동시에 학생이 잘하는 분야에 강화된 교습을 제공합니다.
 Learning and Academic Disabilities program은 독립반, 협력 교육반, 도움반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learning for independence program은 경.중증의 지적장애 또는 복합장애 학생을 위해
학업의 기초와 생활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resource program은 MCPS General Education Program of Studies와 MCPS Fundamental
Life Skills에 최대한 연결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직원과의 연락을 포함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웹사이트를 봅시다.
www.walterjohnson.com/depts/ASC

학생이 체육을 꼭 수강해야 합니까?
학생들은 일 년(2학기) 체육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체육시간에 요구되는 체육복은
없습니다.
교과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수업에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교사가 교실에 여분의
교과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교과서를 집에 두고 다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과서는 마지막 시험일 담당 교사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Standardized Test 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PSAT: WJ에서 10월 중순에 보는 시험으로 고등학교 처음 3년 동안 보는 시험입니다.
11학년 때의 성적으로 전국 우수 장학금인 National Merit 자격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는 모든 10학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수험료를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11학년은 시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재정보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생 담당 카운슬러께 연락합시다. 9학년 학생은 PSAT
연습/모의시험을 무료로 수험할 수 있습니다.
 SAT/ ACT: WJ을 포함한 다양한 장소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등록은 웹사이트를
통해 학생 개인이 해야 합니다. WJ에서의 시험은 자리가 빨리 채워집니다. 미리 등록을
합시다. WJ 웹사이트, College and Career Center와 ACT & SAT Information 을 통해 ACT와
SAT 등록 및 정보로 링크할 수 있습니다.
 SAT/ACT 연습시험: CAC는 매해 ACT 와 SAT 모의시험을 일 년에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 모의시험은 가을과 봄에 1회씩 있으며 적은 비용이 적용됩니다.
 Advanced Placement(AP) 시험: AP 시험은 Walter Johnson에서 5월에 AP 과목의 일부로

치러집니다. 합격점을 취득한 학생은 진학할 학교에서 해당 과목의 학점을 사전에 취득
할 수 있습니다. AP 시험은 WJ을 통해 등록합시다. WJ의 AP 프로그램에 관한 안내는
홈페이지 위 홈페이지 섹션 밑 프로그램에서 옆에 있는 Advanced Placement를 봅시다.

Standardized Test 에서 특수교육 학생을 위한 시험조정(Test Accommodations)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대입시험을 볼 때 시험조정이 필요한 학생은 해당 기관에서 시험조정을 받는 증명과정
(certification process)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조정을

받고 있다고 해서 College Board 또는 ACT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 필요한 학생은
카운슬러와 함께 고등학교 입학한 해부터 시험조정
증서를 받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험조정에 관한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College and Career Center 섹션에서
ACT and SAT Information page를 봅시다.

동아리/클럽과 스포츠팀이 있습니까?
 운동: 3회의 운동시즌이 있습니다. 가을 운동 기간은 8월 중순(대부분 8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이며 겨울 운동 기간은 11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입니다. 봄 운동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입니다. 운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업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며 연례 건강검진서를 제출하고
과외활동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팀 코치한테
받읍시다. 자세한 안내는 Quicknotes 이메일 서비스로 추후에
알려드리 겠습니다. 운동 종목과 필요한 서류에 관한 안내는
웹사이트, Athletics를 봅시다.
 스포츠상의 밤: 이 행사는 각 운동경기 시즌이 끝나는 시점에
있는 행사입니다. 운동선수와 그 부모님을 위해 저녁에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감사와 특별 상 발표와 함께 각 팀에게
상이 수여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선수와 학부모님은 스포츠팀 별로 소규모의
축하파티를 개최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행사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클럽/동아리: WJ에는 다양한 클럽이 있습니다. 동아리 참여에는 특별히 정해진 참여
마감일이 없으며 일주일에 한 번 방과 후 및 점심 시간에 모입니다. 동아리는 다른
학우들과 만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Student Activities에서 Clubs 를 클릭합시다.

클럽/동아리 활동 리스트는 홈페이지의

메모: 학생은 과외활동 참여를 위해 특정 수준의 학업성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졸업식은 어떻게 됩니까?
졸업식 일정은 모든 학교장이 추첨으로 정하는 "graduation date
lottery"를 통해 결정됩니다. 졸업식 일정은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결정되어 통보를 받습니다. 졸업식에는 모든 교사가 참여하게 되므로
졸업생 외의 학생은 수업이 없습니다. 졸업식에 따른 휴교는 졸업식
일정이 결정되는 데로 알려드립니다. 음악을 담당하는 학생을 포함한
일부 학생은 졸업식에 참석하게 되므로 졸업식에 쉬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음악교사에게 합시다.

파티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자녀들이 파티에 참석하게 되면 부모님이 서로
연락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보호자 수가 충분한지를 확인합시다. 부모님들은 이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불편해하십니다만, 전화를 통해 다른 부모님은 모르고 있던 파티를 알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WJ 웹사이트를 확인합시다-중요한 정보가 가득 담겨있습니다.
 PTSA 모임에 참석합시다.(매월 3번째 화요일 오후 7시: 미디어 센터에서 개최)
 학년별 CAC학부모회의에 참석하여 WJ의 행정에 관해 알아보시고 다른 WJ 부모님들을
만납시다.
 학생의 카운슬러와 연락합시다.

 사무실의 직원에게 문의합시다.
 WJ Bulletin Board 을 구독합시다: WJ 가 보내는 글을 받고
싶은 이메일 주소(wjptsa-subscribe@yahoogroups.com
으로 제목에 “subscribe”라고 쓴 후, 빈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을 받으면 받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 라도
답변 이메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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