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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사학위 프로그램이란 무엇입니까?
국제 학사학위 프로그램(International Baccalaureate®-IB)은 ‘초점을
학생에게’라는 미션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 프로그램입니다. 1968년에 시작한
IB는 현재 153개국의 3,182개의 학교에서 3세부터 19세까지의 100만 명이
넘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히 개발된 네 가지 분야의 강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학생의 지성, 인성, 감성과 사회성을 개발하여
급속히 세계화되는 사회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학습하며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줍니다. IB와 IB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기관 웹사이트를 봅시다.
www.ibo.org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에서의 IB 프로그램
Richard Montgomery HS(RMHS)의 IB 프로그램은 1987년부터 시작된 카운티
전체 프로그램으로서 학업적으로 높은 성취력을 가진 학생들의 강도 높은 대학
예비 학습을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Montgomery 카운티 내의
가장 큰 IB 프로그램으로써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IB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학생은 MCPS에서의 졸업증서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IB 졸업증서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많은 학생이 선택한 외국어에서의
숙달을 보여 IBO에서 이중언어 학위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발 과정을 거칩니까?
심사위원회는 모든 지원자의 서류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험성적, 교사의
추천서, 학교 성적과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의 정도를 기준으로 선발됩니다.

누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8학년 학생은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Montgomery 카운티 거주하는 학생.

▲

최소한 대수 1을 이수 중인 학생.

▲

스페인어, 불어 또는 중국어의 레벨 I 이상을 수강하거나 스페인어, 불어
또는 중국어가 이중언어인 학생

메그넷과 IB의
교과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11학년과 12학년에 IB
학사학위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9학년과
10학년에서는 IB 중급
학년도 프로그램을
수강합니다. 메그넷
프로그램 학생은 영어,
제 2 언어, 사회 계열,
과학 계열과 수학 계열과
선택과목 중에서 선택한
과목을 수강합니다. IB의
주제와 교과과정의 기초가 첫
2년간의 메그넷 프로그램 교과과정
속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IBO에서 말하는 IB 학사학위 프로그램 학생은 11학년 또는 12학년의 학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마지막
2년간은 IB 시험과 IB 수료증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11학년과 12학년은
질의/연구, 개념의
내용, 글쓰는 기술,
논리적 사고, 6
가지 주제 그룹
개념의 적용을
중점적으로
배웁니다.
인식론(Theory
of Knowledge)
과정과 창의성,
행동, 봉사 프로그램
(Creativity,
Activity, and ServiceCAS)의 경험과 심화
에세이 작성으로 프로그램이
완료됩니다.

시험:
학생은 11학년과 12학년에서 표준 수준( Standard Level-SL)
을 12학년에서는 높은 수준(Higher Level-HL)의 IB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도표는 RMHS에서 제공하는 IB 과목의 학습
수준을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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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수준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역사
사회 인류학
경제
심리학
세계 정치
생물
화학
물리
환경
시스템과 사회
수학
수학 연구
미술과 디자인
컴퓨터 과학
필름
연극/뮤지컬
A 2nd 그룹 2, 3, 또는 4

높은 수준

영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이중언어자
역사

생물
화학
물리
수학
미술과 디자인
컴퓨터 과학
필름
연극/뮤지컬
A 2nd 그룹 2, 3 또는 4

IB 졸업 요건은 무엇입니까?
IB 졸업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생은 다음 요건을 11학년과
12학년에 충족해야 합니다:
▲
▲
▲
▲

학과목을 이수하고 IB 시험을 마친다.
IB 주제 분야 중 하나의 심화 에세이를 작성한다.
논리적인 사고를 육성하기 위한 IB의 특징적인 과목인
인식론을 이수한다.
학교 밖에서의 경험을 통한 학습을 촉진하는 CAS 활동을
완수한다.

자세한 안내
국제 학사 학위 메그넷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301-610-8100)로 연락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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