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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강화/영재 센터 프로그램(Centers for Enriched Studies)
MCPS는 4학년과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전의 영재 센터(Center Program
for the Highly Gifted)로 불리던 초등학교 강화/영재 센터 프로그램(Centers
for Enriched Studies)을 제공합니다. 이 센터 프로그램은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빠른 습득력을 가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높은 재능과 학습 성취도를 가진 학생에게 선행/강화 교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의 독특한 학업적 특징과 교육적
필요는 일반 교실에서 보다는 이 센터를 통하여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 센터의
교육환경은 재능있는 학생에게 사고력 향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창의적인 표현을 지향하는 교습 분위기를 제공하여 자신의 가능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합니다.

초등학교 강화/영재 센터 프로그램(Centers for Enriched
Studies)은 어떤 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까?
이 센터는 지역 학교에서는 필요가 쉽게 충족되지 않는 학생, 또래 중에서 뛰어난
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센터 프로그램은 영어 및 독해,
언어영역, 과학, 사회탐구에서 학년 위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심화학습에
중점을 둡니다. 프로그램은 8개의 지역 센터와 4개의 로컬 사이트에서 운영
중입니다.

프로그램 구성
센터 프로그램에 다니는 학생은 4학년과 5학년의 모든 프로그램을 완수합니다.
학생은 5학년 말에 중학교 메그넷 프로그램이나 중학교 메그넷 연합 프로그램에
지원하거나 자신의 거주지역 학군 지정 중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도전정신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반에서는
'창의력 주스'가 매일 가득
넘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맘껏 발휘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모든 3학년 학생의 가정은 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안내를 가을에 우편으로
받습니다. 홈스쿨링 중이거나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보시기 바랍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
curriculum/specialprograms) 학생 가족은 더 이상 지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월에 모든 3학년 학생을 검토하고 시험자격이 되는 학생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시험자격이 되는 학생은 학년 보다 높은 수준의 평가시험을 2월에
학생 학교에서 봅니다. 학업 능력이 재학 중인 학교의 같은 학년 학생들보다
현저하게 높은 학생이 입학고려대상입니다. 선발 위원회는 학생의 학습 성과,
기준 평가 시험 결과와 같은 학교 또래 그룹과 선행/강화 학습 시의 학생 성공
가능성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검토하며 심사합니다. 결과는 봄에 각
가정에 통보합니다.

통학 교통
학생을 위한 교통편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지정 정류장
(central stops : 대부분 MCPS 학교)에서 Centers for Enriched Studies까지
왕복으로 스쿨버스를 제공합니다. 지정 정류장은 학생의 집에서부터 몇 마일
떨어져 있을 수도 있으며, 부모님께서는 지정 정류장까지의 교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 스쿨버스 승차시간은 학군 내 학교 승차시간보다 길어지며 프로그램과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프로그램을 고려하실 때, 스쿨버스 사항과 지정장소까지의
교통편 제공문제를 고려합시다. 자세한 안내는 선발된 후,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을 통해 알려 드립니다.

학습환경
센터 프로그램은 MCPS 커리큘럼의 강화와 선행 학습 및 연장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각 학생의 독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센터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강도 높은 학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습환경에서 공부를 합니다.
■■ 논리적이고 창의적이며 평가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 아카데믹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해결방법을 찾는 즉 "진정한 성과물"을 만들어 냅니다.
■■ 깊이 있는 맞춤 학습을 추구하며 높은 수준의 리서치 기술을 습득합니다.

추가 안내

입학과정에 관한 질문은 Division Consortia Choice와 Application
Program Services(DCCAPS-240-740-2540)으로 연락합시다.
교과과정에 관한 문의는 Accelerated and Enriched
Instruction(AEI-240-740-3110)로 연락합시다.
웹사이트:
www.montgomeryschoolsmd.org/curriculum/specialprograms
각 지역 센터는 고등학교 학군에 따라 나누어 집니다. 다음은 센터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학군입니다.
Lucy Barnsley 초등학교
클러스터: Richard Montgomery, Rockville, Wheaton 고등학교학군
Chevy Chase 초등학교
클러스터: Bethesda-Chevy Chase, Walter Johnson, Whitman
고등학교학군
Clearspring 초등학교
클러스터: Clarksburg, Damascus 고등학교학군
Cold Spring 초등학교
클러스터: Churchill, Wootton 고등학교학군
Dr. Charles R. Drew 초등학교
클러스터: Blake, Paint Branch, Sherwood, Springbroo 고등학교학군
Fox Chapel 초등학교
클러스터: Northwest, Poolesville, Quince Orchard, Seneca Valley
고등학교학군
Mill Creek Town 초등학교
클러스터: Gaithersburg, Col Zadok Magruder, Watkins Mill
고등학교학군
Oak View 초등학교
East Silver Spring 초등학교, Flora Singer 초등학교, Forest Knolls
초등학교, Highland View 초등학교, Oak View 초등학교, Rolling
Terrace 초등학교, Sligo Creek 초등학교, Woodlin 초등학교
Pine Crest 초등학교
Arcola 초등학교, Glen Haven 초등학교, Glenallan 초등학교,
Highland 초등학교, Kemp Mill 초등학교, Oakland Terrace 초등학교,
Pine Crest 초등학교, Rock View 초등학교
로컬 사이트*:
Rachel Carson, Spark Matsunaga, Piney Branch, Stonegate
초등학교
* 거주지 지정 초등학교가 로컬사이트인 학생은 다른 지역 사이트의
고려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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