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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커리어 프로그램 등록 옵션
직업으로 선택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지금 결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직종에 관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학 학점, 산업 자격증, 실무 등을 경험하면서 진학할 대학 또는 고등학교 후의
취업에 경쟁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습니다.

새 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이 프로그램은 정보기술과 공학부터 항공, 재정, 교습까지 다양합니다. 프로그램 중에는 무료 또는
할인된 비용으로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2년제 대학 졸업증서를 함께 취득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새 최신식 건물이 될 Edison High School of Technology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하였습니다. 뒷면의 도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모든 고등학교에서 제공됩니까?
이 새 프로그램은 2018-2019 학사연도 고등학교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모든 고등학교는
진로의 길(career pathways) 즉 커리어로의 진로가 준비되어 있으며 카운슬러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career-readiness/plans/hs-plans.aspx

내가 관심있는 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까?
먼저, 지정된 학군 내의 학생은 지정된 학교 내에서 관심있는 커리어 프로그램에 따라 전학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군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며 학생 자리수 제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뒷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편이 제공됩니까?
예. 만약 새 프로그램에 해당될 경우, MCPS는 지정된 장소부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까지의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Montgomery College 캠퍼스에서의 프로그램은 예외)

다니게 될 프로그램이 학군에 따른 고등학교가 아닐 경우,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에서 모든 수업을 수강해야 합니까?
이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Clarksburg, Magruder, Watkins Mill 고등학교에서 시작하는 새
프로그램은 9학년부터 시작하게 되며 온종일 프로그램으로 이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
소방과학과 구조(Fire Science and Rescue)*와 같은 프로그램은 11학년부터 시작하게 되어,
Gaithersburg 고등학교의 공공안전훈련 아카데미와 학군 배정 고등학교를 나누어서 다니게 됩니다.

2018-2019 학사연도 프로그램은 언제 지원해야 합니까?
새 프로그램 지원양식과 일정은 2018년 1월 초에 웹사이트에 준비됩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choolchoice/
이미 있는 프로그램이나 Edison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절차를 봅시다. www.montgomeryschoolsmd.org/schools/edison/about/enroll.aspx

질문이 더 있을 경우는 누구에게 문의해야 합니까?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montgomeryschoolsmd.org/career-readiness/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 프로그램 수퍼바이저에게 연락합시다.
*이 프로그램은 2019 행정 예산의 승인을 조건으로 합니다.

집중 분야

장소

취득

등록학생 수

자격**

지원방법

Clarksburg,
Damascus, Seneca
Valley, Watkins Mill
학군 학생으로 제한

이 진로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지원서를 Division
of Consortia
Choice and
Application
Program
Services를 통해
제출합니다.

네트워크 기술과 정보기술 진로
네트워크 작업과 정보기술
(Network oper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Clarksburg
고등학교

산업 자격증, 대학 학점,
풀타임 학생 9
Montgomery College에서 학년부터 시작
응용과학(applied science)
준학사 취득

(10명 정원)

항공과 우주공학(Aviation and Aerospace)
비행과 항공기 시스템
(Flight and aircraft systems)

Magruder
고등학교

자가용 비행사 면허(Private
pilot license), 무인항공기
원거리 조정 비행사 자격증
(remote pilot certificate)
대학 학점

풀타임 학생 9
학년부터 시작

Gaithersburg,
Magruder,
Rockville,
Sherwood 고등학교
학군 학생으로 제한

(32명 정원)

국제학사학위 프로그램(International Baccalaureate-IB) 커리어 관련 프로그램
Watkins Mill
고급 엔지니어링,
고등학교
컴퓨터과학, 조기 아동발달,
재정, 건강 보건 전문생물학,
호텔 경영
(Advanced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early child
development, finance, health
professions, bioscience,
hospitality management)

IB 졸업증, 대학 학점

풀타임 학생 9
학년부터 시작

Clarksburg,
Damascus,
Gaithersburg,
Seneca Valley,
Watkins Mill 학군
학생으로 제한.

(32명 정원)

소방 과학과 구조(Fire Science and Rescue)*
화재 예방과 관리, 비상 응급
기술
(Fire prevention and control
and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학군 지정
학교와 카운티
공공안전훈련
아카데미(Public
Safety Training
Academy)

산업 자격증, 대학 학점

11학년부터

Clarksburg,
Damascus,
Gaithersburg,
Magruder, Seneca
Valley, Watkins
Mill 학군 학생으로
제한.(32명 정원)

조기 대학, 교육학 준학사(Early College, Associate of Arts in Teaching)
중고등학교 수학교육
(Secondary mathematics)

Montgomery
College,
Rockville 캠퍼스

중고등학교 수학에서의
준학사

11학년부터

모든 고등학교
학생 대상.

필요할 경우,
학생 선발은
추첨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양식과
일정은
2018년 1월 초
에 웹사이트에
준비됩니다.
www.
montgomery
schoolsmd.org/
departments/
schoolchoice/

(20명 정원)

법의 집행과 리더십(Law Enforcement and Leadership)
법의 집행과 형사사법/
형사행정학
(Law enforcement, criminal
justice)

Thomas Edison
고등학교와
학생의 학군 내
고등학교

대학 학점, 몽고메리 카운티
MoCo Police Dept. &
MD State Police에서
제공하는 고등교육 후
트레이닝, 형사 행정학/응용
범죄학(criminal justice)
준학사로의 연결.

11학년부터

모든 고등학교
학생 대상.

사이버 안전/보안 캡스톤(Cybersecurity Capstone)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과 과학기술
(Computer systems and
technologies to protect
networks and data)

Thomas Edison 산업 자격증, 대학 학점
고등학교와
학생의 학군 내
고등학교

11학년부터

모든 고등학교
학생 대상.

보건의료 전문 아카데미(Academy of Health Professions) 증설
의료와 건강 및 보건과학
(Medicine and Health
science)

Thomas Edison 산업 자격증, 대학 학점
고등학교와
학생의 학군 내
고등학교

*이 프로그램은 2019 행정 예산의 승인을 조건으로 합니다.
** 추가 고등학교 학군은 자리와 교통편의 제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0학년부터

Edison
등록절차를
봅시다.
www.
montgomery
schoolsmd.org/
schools/edison/
about/enroll.
aspx

모든 고등학교
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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