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Collegiate 옵션
MCPS와 Montgomery College(MC)의 파트너십은 대학 진학
준비가 된 학생이 MCPS와 Montgomery College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중 등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중
등록은 학생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며 고등학교 졸업증과
함께 대학 학 과목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으며 준학사와/또는
학사 학위 취득을 추구하도록 해줍니다.
학생은 MC 과목을 온라인, 대학 캠퍼스, 몇 MCPS 고등학교에서
수강하게 됩니다. MCPS와 MC는 서로 협력하여 학생이 교육과
진로 목표를 충족할 수 있게 돕는 다양한 선택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areerReady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COLLEGIATE 옵션
■■ 초기

대학 프로그램(Early College)

학생은 Montgomery College의 Germantown,
Rockville 또는 Takoma Park/Silver Spring 캠퍼스에서
11학년과 12학년 동안 대학 과목을 수강합니다.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고등학교 졸업장과 대학 준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10학년 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선택한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GPA, 평가시험 점수, 과목 학점 등) 11가지의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목에 필요한
교재와 학비는 프로그램에서 지불하여 무료입니다.
대학 등록비를 지불해야 합니다만 재정 도움에 해당하는
학생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와

정보기술 진로(Pathways in
Network and Information Technology

학생은 MCPS 고등학교 졸업장과 네트워크 정보 산업
자격증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 과목을 합하여 응용
과학 준 학사 학위(Associate of Applied Science)
를 취득합니다.
학생은 6주의 인턴십과 진도를
돕는 담당 분야 산업 멘토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Clarksburg 고등학교에서
제공되며 Clarksburg 학군의 학생에게 제공되고
또한, Damascus, Seneca Valley, Watkins Mill 학군
학생에게 추천에 따른 선발로 제공됩니다. 학생은 8
학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과목에 필요한 교재와 학비
및 대학 등록비(college fee)는 무료입니다.
■■ Montgom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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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Middle College

학생은 AP 과목과 AP 시험, 대학 수준의 시험
프로그램의 시험과/또는 MC 과목을
통해 대학
학점을 취득합니다. 학생은 전형적인 대학 생활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과 같은 경험, 대학 캠퍼스에서의 과목
수강으로 도움을 받으며 점진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Northwest 고등학교와 Northwood
고등학교에서 제공합니다. Northwest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MC에서의 일반 엔지니어링과
일반 학습 학위 취득 프로그램으로 Northwest 학군의

관심이 있는 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Clarksburg,
Damascus, Gaithersburg, Magruder, Poolesville,
Quince Orchard, Seneca Valley, Watkins Mill 학군
학생이 지원을 통한 추첨으로 선발됩니다. Northweood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MC에서의 일반
학습 학위 취득 프로그램으로 Northwood 학군의
관심이 있는 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BethesdaChevy Chase, Churchill, Downcounty Consortium
(DCC), Northeast Consortium, Walter Johnson,
Richard Montgomery, Rockville, Sherwood,
Walt Whitman, Wootton 학군 학생이 지원을 통한
추첨으로 선발됩니다. 학생은 8학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정 보조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첫 4
과목의 학비는 무료입니다. 추후 학비는 대략 3학점당
$355*입니다. 대학 등록비와 추가 과목에 관련된
비용은 MC 고등학교 그랜트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은 교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Jump

Start to College

JumpStart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졸업장과 함께 가능한
한 많은 대학 과목을 수료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모든 MCPS 고등학생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재정
보조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첫 4과목까지의 학비는
무료입니다. 추후 학비는 대략 3학점당 $355*
입니다. 대학 등록비와 추가 과목에 관련된 비용은 MC
고등학교 그랜트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은 교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과목 학비, 대학 등록비(예: 시설비, 테크놀로지
비용 등)와 교재비는 MC가 결정을 하며 과목,
섹션, 교수에 따라 다릅니다. 학부모님이 내야
하는 정확한 비용 안내는 MC에서 제공하며
금액은 매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금액은 2019년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이중 등록 프로그램(dual-enrollment opportunities)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고등학교
카운슬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중등록 프로그램 어시스턴트(Dual Enrollment
Program Assistant), 또는 다음 QR 코드를 스캔해서 봅시다:
■■ https://montgomeryschoolsmd.org/curriculum/partnerships/dual-enrollmen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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