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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School Magnet Consortium

MSMC

개요

목표
마그넷 컨소시엄 중학교 (MSMC)는 미교육부의 720만불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컨소시엄 학교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
• MCPS 안의 중학교 프로그램들의 선택을 확대
• 컨소시엄 학교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감소

비젼

MSMC 교사와 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믿고 있습니다:
• 학업 실력은 지식 기반의 경제를 위해 준비하는데 필수적이다.
 • 인간의 학구욕의 기반인 호기심이 개발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 모든 학생들은 따뜻하고 명확하며 일관적인 성인의 지도에서 혜택을 받는다.
 • 중학교는 고등학교, 대학교, 인생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달성 목표
마그넷 컨소시엄 중학교 학생들은 성적과 학습 평가를 통하여 자신들의 실력
향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과목의 기술과 지식에 다루는 매년 몇
개의 달성 목표 업적을 통하여 자신의 실력 향상을 알 수 있습니다. MSMC
다음 각 분야에서 매 학년을 위한 달성 목표를 개발하였습니다.
• 작문 • 연구 • 문제 해결 • 발표력 • 각 마그넷 학교의 중점 분야

공통점들
마그넷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학교들은 각각 독특한 교과과정을 갖고 있지만,
모든 학생들을 위한 엄격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룩하기 위해 몇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MSMC 학교들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 속성 기초 교과과정
 • 특수 과목 및 확대 학습 기회
 • 매우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간의 협력적 파트너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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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학교 개요
마그넷 컨소시엄 중학교(MSMC)는 3개의 중학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바고 Argyle, Loiederman, Parkland 중학교 입니다. 각 학교는 혁신적인
도전적인 마그넷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rgyle 중학교는
고급 정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고, Loiederman 중학교는 창작 및 공연
예술을 제공하며, Parkland 중학교는 학생들에게 우주 과학 및 로보트
공학을 통하여 수학과 과학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3개 학교는 고급 수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RGYLE MAGNET SCHOOL FOR INFORMATION TECHNOLOGY
고급 컴퓨터 과학 • 고급 수학 • 디지털 매체
2400 Bel Pre Road, Silver Spring

Argyle 중학교 학생들은 정보 기술을 전공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 멀티미디어, 웹 디자인, 디지털 예술 그리고
프로그래밍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탐구한다.
• 기술 도구에 의해 향상된 엄격한 학업 프로그램을 경험한다.
• 기술 문제 해결 도전 및 경시대회에서 경쟁하기 위해
교사 및 급우들과 협력한다.
A. MARIO LOIEDERMAN MAGNET SCHOOL
FOR THE CREATIVE AND PERFORMING ARTS
고급 예술 • 고급 예술
12701 Goodhill Road, Silver Spring

Loiderman 중학교 학생들은 창작 및 공연 예술을 전공합니
다. 모든Loiderman 중학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 다양한 예술 형태를 탐구하고, 예술에 대한 특정한
재능과 관심을 개발한다.
• 엄격한 예술 프로그램의 창조적인 환경을 경험한다
• 라이브 멀티미디처 공연을 제작하기 위해 급우들,
예술가들, 예술 단체들, 미디어 기관, 박물관과 협력한다.
.
PARKLAND MAGNET SCHOOL FOR AEROSPACE TECHNOLOGY
고급 수학 및 과학 • 공학
4610 West Frankfort Drive, Rockville

Parkland 중학교 학생들은 우중항공과 로보트 공학에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 방법에 중점을 둔 엄격한 과학 및 기술
프로그램을 전공합니다. Parkland 중학교 학생들은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우주항공, 위성, 로보트 공학의 기술 해결방법을 탐구한다.
• 팀 단위의 문제 해결과 연구가 요구되는 엄격한 과학
공학 환경을 경험한다.
• NASA 및 다른 우주항공과 관련된 경시대회에서
경쟁하기 위해 급우들과 협력한다.
© 2006 MCPS • www.montgomeryschoolsmd.org/schools/msma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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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들

마 그넷

컨소시험 중학교의 주요 목적은 중학교 때부터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증진시켜 고등학교에서 고급 과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실력을
고등학교 학점
유지하도록 이 3 개 학교들은 몇가지 공통점들을
개발했습니다.
컨소시엄에 있는
속성 기초 교과과정
각 컨소시엄 학교들은 독특한 교과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학업적으로 엄격한 속성 기초 교과과정은
모든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준비
진학 준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들(MCPS)은 학생들로 하여금 도전적인
과목을 조기에 접근할 수 있는 학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컨소시엄 학교의 학생들은 8학년
말까지 고등학교 과목을 최고 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챠트는
컨소시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과목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점에 해당되는 과목은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별 과목 및 확대된 학습 기회

학생들은 8학년 말까지
고등학교 과목을 최고
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갖는 선택

각 마그넷 학교의 독특한 교육 중점은 각 학교의
교과과정을 위한 내용 중심의 구조를 제공합니다.
(Argyle 중학교는 정보 기술, Loiderman 중학교는
예술, Parkland 중학교는 과학을 제공합니다.)
다학문적인 연결성은 학교의 교육 중점의 개념,
내용, 사고 절차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은 학교의 중점 분야 안에서
엄격한 특수 과목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는 각 학교의 설명서를 보십시오.

모든 학생들은 특수
과목을 택할 수 있는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학교의 중점
분야에서 고급 과목을
택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는 기초 교육과정 안의 학업 지도 및
지원과 같은 방과후 학교 및 여름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른 기회들은 학교의 교육 중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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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기초 교과과정 챠트
마그넷

컨소시엄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목을 포함하여 다양한
과목을 제공받게 됩니다. 각 마그넷 학교의 특수 과목들과 병행하면서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목을 최고 8개까지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학생들은 속성 기초 교과과정 안에서 일정한 범위의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학년

7

8학년

8

2007-2008년
시작

• GT English 6
• English 6
• Reading 6

• GT English 7
• English 7
• Reading 7

• Magnet English* A/B
• English 8
• Reading 8

• Algebra 1* A/B
• Investigations in Mathematics
• Math B
• Math A

• Honors Geometry* A/B
• Algebra 1* A/B
• Investigations in Mathematics
• Math B

• Algebra 2 with Analysis* A/B
• Honors Geometry* A/B
• Algebra 1* A/B
• Math C

• Foreign Language 1* A/B

• Foreign Language 1* A/B or
2* A/B

• Foreign Language 1* A/B,
2* A/B, or 3* A/B

Social
Studies

MCPS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외국어 과목을 3년간 이수하고,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시작할 수 있는 선택을 권장되고 있습니다.

• GT World Studies 6
• World Studies 6

Science,
PE & Electives

Foreign
Language

Mathematics

English

6

7학년

MSMC 학생들은 각 학교의 교육 중점에 따라 일정한 한도의 과학 과정을 제공받게
됩니다. 체육과 건강 과목은 매년 필수 과목입니다. MSMC 학생들은 학교의 교육
중점에 의해 결정되는 선택 과목을 제공 받게 됩니다. 각 학교의 특수 과목 및 고급
과목의 설명을 보십시오.

• GT World Studies 7
• World Studies 7

• U.S. History, AP Prep
• U.S. History 8

*과목을 이수하고 기말 시험을 통과해야만 고등학교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6 MCPS • www.montgomeryschoolsmd.org/schools/msma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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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들 - 계속
매우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MSMC 학교들은 각 컨소시엄 학교에서
엄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교사를
위한 전문적인 훈련과 학생들을 위한 확대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학교 마그넷
컨소시엄을 위한 지원금은 교사들의 전문적인
훈련과 팀 계획 시간을 위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훈련은 속성 기초
교과과정과 특수 과목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일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학교의 마그넷 코디네이터와 직원 개발
교사는 전문적인 개발과 학생들을 위한
확대된 학습 기회를 조정하도록 도와줍니다.
협력적 파트너쉽
MSMC 학교들은 각 학교의 교육 중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체와 지역사회
단체들과 파트너쉽을 구축하였습니다.
Argyle, Booz Allen Hamilton, Loiderman,
Strathmore Music and Art Center, Parkland,
NASA/Raytheon 간에 맺은 파트너쉽은MSMC 학교들이 형성한 성공적인 협력
관게의 예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각 학교는 학교-가정 파트너쉽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부모들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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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YLE MAGNET SCHOOL FOR INFORMATION TECHNOLOGY
고급 컴퓨터 과학 • 고급 수학 • 디지털 매체
2400 Bel Pre Road, Silver Spring, Maryland 20906
301-460-2400

목표
ARGYLE 정보 기술 중학교는 6학년, 7학년,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 기술의
개발과 응용에 중점을 둔 엄격한 학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처음
2년간 매 학년 종합 기술 과목을 택하여 전국적인 기술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학생들은 기술 시스템, 프로그래밍, 디지털 매체 혹은 웹 개발을 전공하면서
고등학교 수준의 선택 과목을 택할 수 있습니다.

ARGYLE 중학교는 무엇이 특별한가?

학교 건물 안에 들어서면 학생들은…
• 모든 지식에 대해,

특히 기술에 대한 열정을 공유한다.

• 기술을 일상적인 학습 도구로 사용한다.
•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생활의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 기업체 지도자들과
협력한다.
• 실습을 통해서 학습한다.
• 연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급우들과 협력한다.
• 고등학교, 대학교, 직업 선택을 연구하고 탐구한다.
• 안전한 이메일 프로그램을 통하여 급우들 그리고 교사들과 통신한다..

ARGYLE 중학교가 과연 귀하에게 적합한가?

귀하는 다음의 활동을 좋아는가?
•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한다.
• 비디오 게임을 한다.
• 디지털 음악과 디지털 예술을 창조한다.
• 급우들과 통신하고 숙제를 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
• 웹 페이지를 디자인한다.
• 비디오 제작을 한다.
• 실습을 통해서 학습한다.
•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출판하기 위해 블로그를 사용한다.
• 기술을 문제 해결 도구로 사용한다.
© 2006 MCPS • www.montgomeryschoolsmd.org/schools/msma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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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속성 기초 교과과정 안에서 일정한 범위의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학년

7학년

8학년

8

• GT English 7
• English 7
• Reading 7

• Magnet English* A/B
• English 8
• Reading 8

• Algebra 1* A/B
• Investigations in Mathematics
• Math B
• Math A

• Honors Geometry* A/B
• Algebra 1* A/B
• Investigations in Mathematics
• Math B

• Algebra 2 with Analysis* A/B
• Honors Geometry* A/B
• Algebra 1* A/B
• Math C

• GT World Studies 6
• World Studies 6

• GT World Studies 7
• World Studies 7

• U.S. History, AP Prep
• U.S. History 8

• GT Science 6
• Science 6

• GT Science 7
• Science 7

• GT Science 8
• Science 8

• Foreign Language 1* A/B

• Foreign Language 1* A/B or
2* A/B

• Foreign Language 1* A/B,
2* A/B, or 3* A/B

Foreign
Language

Science

English

• GT English 6
• English 6
• Reading 6

Mathematics

7

2007-2008년
시작

Social
Studies

6

MCPS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외국어 과목을 3년간 이수하고,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시작할 수 있는 선택을 권장되고 있습니다.

*과목을 이수하고 기말 시험을 통과해야만 고등학교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범위의 ARGYLE 마그넷 중학교 특수 과목 및 기술 분야의 고급 과목들.
6학년

8학년

7

8

2007-2008년
시작

• Innovative Technology Solutions • Software Application by Design* • Students select a minimum
- problem-based, interdisciplinary - advanced Mircrosoft ofﬁce skills of one technology elective
- survey types/uses of technology
- national technology certiﬁcation
- national technology certiﬁcation
(IC3 Certiﬁcation)**
(working on IC3 Certiﬁcation)**
• Technology Systems
Management

• Programming Fundamentals

• Discovering Programming
Concepts* A/B

Programming

• Technology Systems
Management

Digital
Media

Technology
Systems

7학년

• Introduction to Programming

• Introduction to Digital Media
• Computer Art
• Introduction to Digital Publishing • Multimedia Production 1

Web
Development

Technology Electives

Core
Technology

6

School
Other
Event

ARGYLE MAGNET SCHOOL FOR INFORMATION TECHNOLOGY

ARGYLE MAGNET SCHOOL FOR INFORMATION TECHNOLOGY

• Digital Art* A/B
• Multimedia Production 2
• Literary Multimedia

• Introduction to Web Tools

• Web Site Design Fundamentals • Web Site Development* A/B

• PE/ Health (필수)
• Chorus
• Instrumental Music

• PE/ Health (필수)
• Chorus
• Instrumental Music

• 전학교 기술 박람회

• 카운티 단위 멀티미디어 경시대회 • 주 단위 멀티미디어 경시대회

• PE/ Health (필수)
• Chorus
• Instrumental Music

*과목을 이수하고 기말 시험을 통과해야만 고등학교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학년과 7학년에서 2개의 산업 필수 시험을 통과해야만 IC3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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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YLE

중학교의 학생들은 개념과 기술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과목에 관련된 기초 기술 과목을 택합니다. 학생들은 기술
시스템, 프로그래밍, 디지털 미디어 혹은 웹 개발을 전공하면서
고급 기술 선택 과목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ARGYLE 학생들은 매년 아래
필수 과목들을 택해야 합니다

추가로 아래 선택 과목을
택해야 합니다

English
Reading †
Mathematics
Social Studies
Science
Technology
Physical Education/Health

Technology Electives
-Technology Systems
- Programming
- Digital Media
- Web Development
Foreign Language
Music

†별도 과목으로 읽기는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일정은 보통 어떻게 구성됩니까?
MSMC 학교들은 혁신적인 블록형 수업 일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에
4개의 수업이 있고, 그 다음 날에는 다른 4개의 수업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 내내 수업이 번갈아 반복됩니다. 디지털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은 수업 일정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날

둘째날

Period 1

English 6

Social Studies 6

Period 2

Innovative Technology Solutions

Introduction to Digital Media

Period 3

Algebra 1* A/B

Science 6

Period 4

French 1* A/B

Physical Education/Health

Lunch

*과목을 이수하고 기말 시험을 통과해야만 고등학교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대된 학습 기회
MSMC 학교들은 방과후 및 여름 동안 다양한 확대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을 속성화할 수 있고, 기술
경시대회에 참여하며, 그리고/혹은 새로운 학습 분야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ARGYLE 중학교는 여름에 학생들에게 키보드
타자와 같은 기초적인 기술을 개선시킬 수 있고, 웹 디자인 및
에니메이션을 포함한 새로운 분야의 기술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 2006 MCPS • www.montgomeryschoolsmd.org/schools/msma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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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목표

마그넷

컨소시엄 학교들 중의 하나인ARGYLE 중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아래와
같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 줍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목표를
달성한 학생들은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도전하게
됩니다. ARGYLE 중학교의 교사들은 매년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하여 협력합니다.
초기 달성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6학년
작문: 여러 단락으로 잘 구성된 에세이 쓰기
발표력: 카메라 앞 혹은 교실 안에서 3-5분 가량의 발표
문제해결: 정해진 기준과 알려진 변수로 문제 해결
연구: 지시된 연구 과제 개발
마그넷 중점: 학생들 작품의 지속적인 전자 매체 포트폴리오 작성
7학년
작문: 기술의 윤리적인 사용에 관한 설득력 있는 에세이 쓰기
발표력: 기술의 사용에 관한 사업 발표
문제해결: 개방형 문제 풀기
연구: 지시된 연구 과제 개발
마그넷 중점: 고찰과 성장을 보여주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개발

8학년
작문: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주제에 관한 연구 논문 쓰기
발표력: 학생들에 의해 개발된 기술 상품을 위한 사업 발표
문제해결: 복잡한 개방형 문제 풀기
연구: 선택한 분야에서의 기술의 역할을 연구
마그넷 중점: 선택된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 게임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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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예술 • 고급 수학
12701 Goodhill Road, Silver Spring, Maryland 20906
301-929-2282

목표
A.MARIO LOIEDERMAN 예술 중학교는6학년, 7학년,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작
및 공연 예술에 중점을 둔 엄격한 학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6학년에서 종합 예술 과목을 택하고, 시각 예술, 무용, 연극, 음악의 분야에서 고급
예술 과목을 택할 수 있습니다.

LOIEDERMAN 중학교는 무엇이 특별한가?

학교 건물 안에 들어서면 학생들은…
• 학문적으로 예술적으로 매일 성장한다.
• 숙련, 창착, 설계, 공연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추구한다.
• 모든 학과에서 창의적으로 생각하도록 권장된다.
• 기존 작품에서 배우고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기 위하여 예술가들과
협력한다.
• 역동적인 학습 환경으로 고안된 미술, 연극, 무용, 음악에 접근한다.
• 예술, 음악, 연극, 무용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한다.
• “만약”이라는 전제로 시작하여 “왜 못해”라는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한다.

LOIEDERMAN 중학교가 과연 귀하에게 적합한가?

귀하는 다음의 활동을 좋아합니까?
• 노래, 무용, 악기 다룬다.
• 연기, 말하기, 암송을 한다.
• 그리기, 회화, 조각을 한다.
• 동작을 통하여 배운다.
• 예술, 역사, 문학이 인간의 경험과 어떻게 관련되 있는지 발견한다.
• 전문적 혹은 학생 공연 무대 뒤에서 일한다.
• 예술가로서의 교사 그리고 교사로서의 예술가로부터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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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LOIEDERMAN MAGNET SCHOOL FOR THE CREATIVE AND PERFORMING ARTS

A. MARIO LOIEDERMAN MAGNET SCHOOL FOR
THE CREATIVE AND PERFORMING ARTS

학생들은 속성 기초 교과과정 안에서 일정한 범위의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학년

7학년

8학년

8

• GT English 7
• English 7
• Reading 7

• Magnet English* A/B
• English 8
• Reading 8

• Algebra 1* A/B
• Investigations in Mathematics
• Math B
• Math A

• Honors Geometry* A/B
• Algebra 1* A/B
• Investigations in Mathematics
• Math B

• Algebra 2 with Analysis* A/B
• Honors Geometry* A/B
• Algebra 1* A/B
• Math C

• GT World Studies 6
• World Studies 6

• GT World Studies 7
• World Studies 7

• U.S. History, AP Prep
• U.S. History 8

• GT Science 6
• Science 6

• GT Science 7
• Science 7

• GT Science 8
• Science 8

• Foreign Language 1* A/B

• Foreign Language 1* A/B or
2* A/B

• Foreign Language 1* A/B,
2* A/B, or 3* A/B

Foreign
Language

Science

English

• GT English 6
• English 6
• Reading 6

Mathematics

7

2007-2008년
시작

Social
Studies

6

MCPS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외국어 과목을 3년간 이수하고,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시작할 수 있는 선택을 권장되고 있습니다.

*과목을 이수하고 기말 시험을 통과해야만 고등학교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Dance Theater Visual
Music

Fine Arts

Core
Arts

…그리고 일정한 범위의 LOIEDERMAN 중학교 특수 과목 및 기술 분야의 고급 과목들.

School
Other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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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2007-2008년
시작

• Perspectives in the Fine Arts • 학생들은 적어도 1개의 순수

• 학생들은 적어도 1개의 순수

• Exploring Visual Arts

• Fundamentals of Visual Art

• Foundations of Art* A/B

• Exploring Theater

• Fundamentals of Theater
• Readers Theatre 1

• Theatre 1* A/B
• Readers Theatre 2

• Exploring Dance

• Fundamentals of Dance

• Dance as Fine Art* 1
• Dance as Fine Art* 2

• Orchestra
• Band 6
• Chorus
• Beginning Band
• Beginning Orchestra

• Advanced Orchestra* A/B
• Advanced Band* A/B
• Chorus 1* A/B
• Beginning Band
• Beginning Orchestra

• Concert Orchestra* A/B
• Concert Band* A/B
• Concert Choir* A/B
• Jazz Ensemble* A/B

• PE/Health (필수)

• PE/Health (필수)

• PE/Health (필수)

• 갤러리 오프닝 행사

• 심사위원이 있는 전시
및 공연

• 경시대회에 제출된 음악
연극 예술작품

예술 선택 과목을 택합니다.

예술 선택 과목을 택합니다.

*과목을 이수하고 기말 시험을 통과해야만 고등학교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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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IEDERMAN 중학교의 학생들은 6학년 때 기초 예술 과목을
택합니다. “순수 예술의 관점”이라고 불리우는 이 과목은 예술
개념과 기술을 수학, 과학, 사회, 영어 과목에 연결합니다.
학생들은 시작 예술, 연극, 무용 혹은 음악을 전공하면서 고급
기술 선택 과목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Loiederman 학생들은 매년 아래
필수 과목들을 택해야 합니다

추가로 아래 선택
과목을 택해야 합니다

English
Reading †
Mathematics
Social Studies
Science
Fine Arts
Physical Education/Health

Fine Arts Electives
- Visual Arts
- Theater
- Dance
- Music
Foreign Language

†별도 과목으로 읽기는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일정은 보통 어떻게 구성됩니까?
MSMC 학교들은 혁신적인 블록형 수업 일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에
4개의 수업이 있고, 그 다음 날에는 다른 4개의 수업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 내내 수업이 번갈아 반복됩니다. 디지털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은 수업 일정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날

둘째날

Period 1

English 6

Social Studies 6

Period 2

Perspectives in the Arts

Exploring Visual Art

Period 3

Algebra 1* A/B

Science 6

Period 4

Spanish 1* A/B

Physical Education/Health

Lunch

*과목을 이수하고 기말 시험을 통과해야만 고등학교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대된 학습 기회
MSMC 학교들은 방과후 및 여름 동안 다양한 확대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을 속성화할 수 있고, 기술
경시대회에 참여하며, 그리고/혹은 새로운 학습 분야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LOIEDERMAN 중학교는 여름에 시각 예술, 음악
밴드, 디지털 예술, 연극 분야의 예술 캠프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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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목표
마그넷 컨소시엄 학교들 중의 하나인LOIEDERMAN 중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아래와
같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 줍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목표를 달성한
학생들은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도전하게 됩니다.
LOIEDERMAN 중학교의 교사들은 매년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하여 협력합니다. 초기
달성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6학년
작문: 여러 단락으로 잘 구성된 에세이 쓰기
발표력: 라이브 혹은 카메라 앞에서 독백
문제해결: 정해진 기준과 알려진 변수로 문제 해결
연구: 예술에 중점을 두거나 예술 통합된 지시된 연구 과제 개발
마그넷 중점: 급우,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 회원들에 검토되는 독자적인 작품
창조
7학년
작문: 복수의 방식을 통한 학습에 관한 설득력 있는 에세이 쓰기
발표력: 라이브 혹은 카메라 앞에서 대본이 있거나 독자적인 대화 연기
문제해결: 개방형 문제 풀기
연구: 지시된 연구 과제 개발
마그넷 중점: 고찰과 성장을 보여주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개발
8학년
작문: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주제에 관한 연구 논문 쓰기
발표력: 라이브 혹은 카메라 앞에서 장면 혹은 짤막한 뉴스 연기
문제해결: 복잡한 개방형 문제 풀기
연구: 예술가, 예술 운동 혹은 예술 양식이 문화에 미친 공헌과 영향 연구
마그넷 중점: 외부 검토를 위해 제출된 창작물이나 공연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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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LAND MAGNET SCHOOL FOR AEROSPACE TECHNOLOGY

고급 수학 및 과학 • 공학
4610 West Frankfort Drive, Rockville, Maryland 20853
(2007년 6월까지 6300 Tilden Lane, Rockville에 위치)

301-770-8010

목표
PARKLAND 우주항공 기술 중학교는6학년, 7학년,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급
응용 수학, 과학, 기술에 중점을 엄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매년 다학문적 과학을 택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 선택 과목을 태하여 8학년
때는 고등학교 수준 과학을 택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PARKLAND 중학교는 무엇이 특별한가?

학교 건물 안에 들어서면 학생들은…
• 지식과 발견에 대할 열정을 공유한다.
• 실제 과학과 공학 문제 도전하는 것을 경험한다.
• 실제 우주 공학 문제를 수학을 사용하여 해결한다.
• 화성 로버가 당면한 도전과 비슷한 로보트 실험을 한다.
• 공학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을 창조하기 위해 팀과 함께 협력한다.
• 급우와 과학자들에게 과학적 발견에 대해서 의사소통한다.
• 공학적 도전을 충족시키는 로보트를 설계하고, 만들고,
프로그램한다.
• 다양한 마그넷 관련 과외 활동에 참여한다.
• 정기적으로 과학자 그리고 공학자와 협력한다.

PARKLAND 중학교가 과연 귀하에게 적합한가?

귀하는 다음의 활동을 좋아합니까?
• 천문학, 로보트, 우주 탐사, 위성, 항공 기술에 대해 배운다.
• 첨단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실험한다.
• 다른 학생들과 경시 대회에서 경험을 공유한다.
• 새로운 생각과 기술을 발명하고 설명한다.
• 과학적 지식과 장비를 사용하여 공학 문제를 해결한다.
• 실제 관계를 맺기 위해 과학자 그리고 공학자와 협력한다.
© 2006 MCPS • www.montgomeryschoolsmd.org/schools/msma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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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속성 기초 교과과정 안에서 일정한 범위의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학년

8학년

8

• GT English 7
• English 7
• Reading 7

• Magnet English* A/B
• English 8
• Reading 8

• Algebra 1* A/B
• Investigations in Mathematics
• Math B
• Math A

• Honors Geometry* A/B
• Algebra 1* A/B
• Investigations in Mathematics
• Math B

• Algebra 2 with Analysis* A/B
• Honors Geometry* A/B
• Algebra 1* A/B
• Math C

• GT World Studies 6
• World Studies 6

• GT World Studies 7
• World Studies 7

• U.S. History, AP Prep
• U.S. History 8

• GT Science 6
• Science 6

• GT Science 7
• Science 7

• GT Science 8
• Science 8

• Foreign Language 1* A/B

• Foreign Language 1* A/B or
2* A/B

• Foreign Language 1* A/B,
2* A/B, or 3* A/B

Foreign
Language

Science

English

• GT English 6
• English 6
• Reading 6

Mathematics

7

2007-2008년
시작

Social
Studies

6

7학년

MCPS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외국어 과목을 3년간 이수하고,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시작할 수 있는 선택을 권장되고 있습니다.

*과목을 이수하고 기말 시험을 통과해야만 고등학교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범위의 PARKLAND 중학교 특수 과목 및 기술 분야의 고급 과목들.

7

8

• GT Science 7/8
• Science 7/8

• Physics* A/B
or
• Matter and Energy* A/B

• Applied Aerospace
Investigations 6

• Applied Aerospace
Investigations 7

• Physics in Technology* A/B

Magnet
Electives

• GT Science 6/7
• Science 6/7

• Applied Robotic Engineering
• Problems in Robotic Engineering • Astronomy
• Problems in Robotic Engineering • Principles of Flight
• Astronomy
• Applied Robotic Engineering
• Principles of Flight

Other
Electives

Core
Core
Aerospace Science

6

2007-2008년
시작

• PE/Health (필수)
• Instrumental Music
• Art
• Introduction to Computers

• PE/Health (필수)
• Instrumental Music
• Art
• Computer Applications

• PE/Health (필수)
• Instrumental Music
• Art
• Computer Applications

School
Events

PARKLAND MAGNET SCHOOL FOR AEROSPACE TECHNOLOGY

PARKLAND MAGNET SCHOOL FOR AEROSPACE TECHNOLOGY

• 팀 단위 문제 해결
경시대회

• 우주의 날 경시대회
• 로보트 공학 대회

• 과학 페어 혹은
회의에서 발표

*과목을 이수하고 기말 시험을 통과해야만 고등학교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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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LAND

중학교의 학생들은 개념과 기술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과목에 관련된 기초 기술 과목을 택합니다. 학생들은 우주항공
과학을 전공하면서 고급 기술 선택 과목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Parkland 학생들은 매년 아래
필수 과목들을 택해야 합니다

추가로 아래 선택 과목을
택해야 합니다

English
Reading †
Mathematics
Social Studies
Core Science
Physical Education/Health

Science Electives
- Robotics
- Flight
- Astronomy
Foreign Language
Art
Computers
Music

†별도 과목으로 읽기는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일정은 보통 어떻게 구성됩니까?
MSMC 학교들은 혁신적인 블록형 수업 일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에
4개의 수업이 있고, 그 다음 날에는 다른 4개의 수업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 내내 수업이 번갈아 반복됩니다. 디지털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은 수업 일정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날

첫째날

Period 1

English 6

Social Studies 6

Period 2

Science 6/7

Problems in Robotic Engineering

Period 3

Algebra 1* A/B

Applied Aerospace Investigations 6

Period 4

Spanish 1* A/B

Physical Education/Health

Lunch

*과목을 이수하고 기말 시험을 통과해야만 고등학교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대된 학습 기회
MSMC 학교들은 방과후 및 여름 동안 다양한 확대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을 속성화할 수 있고, 기술
경시대회에 참여하며, 그리고/혹은 새로운 학습 분야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PARKLAND 중학교는 여름에 학생들에게
천문학과 로보트 공학에 중점을 둔 여름 캠프 선택을 제공합니다.
천문학 캠프는 천문학 개념의 개요 및 확장인 반면 로보트 공학 캠프는
학생들에게 Lego RoboLab 환경의 프로그래밍 지식을 소개하고 확장시켜
줍니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 2006 MCPS • www.montgomeryschoolsmd.org/schools/msma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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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목표

마그넷

컨소시엄 학교들 중의 하나인PARKLAND 중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아래와
같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 줍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목표를 달성한
학생들은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도전하게 됩니다.
PARKLAND 중학교의 교사들은 매년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하여 협력합니다. 초기
달성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6학년
작문: 여러 단락으로 잘 구성된 에세이 쓰기
발표력: 카메라 앞 혹은 교실 안에서 과학적 발견의 설명 혹은 공학적
해결방안 발표
문제해결: 정해진 기준과 알려진 변수로 문제 해결
연구: 지시된 연구 과제 개발
마그넷 중점: 학생들 작품의 지속적인 전자 매체 포트폴리오 작성
7학년
작문: 과학적 및 공학적 주제에 관한 설득력 있는 에세이 쓰기
발표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 실험 혹은 공학적 과제를 위한 제안
발표
문제해결: 개방형 문제 풀기
연구: 지시된 연구 과제 개발
마그넷 중점: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과학적 및 공학적 해결방안 개발
8학년
작문: 선택한 분야에서 과학적 및 공학적 지식의 발달에 관한 연구 논문 쓰기
발표력: 과학 심포지엄 혹은 공학적 설계 도전을 위한 과학적 발견 발표
문제해결: 복잡한 개방형 문제 풀기
연구: 연구하고 선택한 분야 및 외부 검토 연구조사를 개발
마그넷 중점: 세계적 문제에 대해 과학적 혹은 공학적 해결방안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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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MC
Middle School Magnet Consortium

쵸이스 절차

컨소시엄 내의 학생들
ARGYLE, LOIEDERMAN, PARKLAND 지역 경계선 내에 거주하는 현 5학년 학생들은
6학년에 3개의 마그넷 컨소시엄 중학교 중의 하나에 재학하게 됩니다. 5학년 가을
학기에 컨소시엄 내 학생들과 학부모는 쵸이스 절차에
참여하게 되고 MSMC 학교에 대한 자신의 선택에 대해
쵸이스 신청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MSMC 학교에 재학하는 형제자매가
있는 컨소시엄 내 학생들은 학부모가 쵸이스 양식 위의
일정은 다음
형제자매 연결 부문을 완성하면 동일한MSMC 학교에 배정을
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장받게 됩니다.
컨소시엄 밖의 학생들
몽고메리 카운티 안과 마그넷 컨소시엄 중학교 지역 밖에 거주하는 모든 5학년
학생들은3개의 MSMC 학교에 지원하도록 초청받습니다. 5학년 가을 학기에 관심 있는 컨소
시엄 밖의 학생들과 학부모는 쵸이스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쵸이스 양식
11월달에 쵸이스 양식이 컨소시엄 내에 거주하는 5학년 학생들의 가정에 우송됩니다.
(MSMC 공급 초등학교의 리스트를 보려면 23 페이지를 보십시오)
11월달에 쵸이스 양식이 몽고메리 카운티 주민이고MSMC 지역 이외에 하는 학생들에게 제
공됩니다. 양식은 모든 MSMC 초등학교와 웹사이트인 www.montgomeryschoolsmd.org/schools/
msmagnet에서 제공될 것입니다.
MSMC 학교 배정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 학교는MSMC 학교에 학생들을 배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이들 요소는 자리수, 선택의 우선 순위, 형제자매 선호도,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을 포함합니다.

쵸이스 절차 재심요청
학교 배정에 대한 재심요청은2개의 단계에서 처리되는데 이 2개의 단계는 학부모에 의해 제
출되는 재심 요청하는 서면을 요구합니다. 재심요청의 첫번째 단계는 컨소시엄
쵸이스 및 지원 프로그램 행정국에서 처리됩니다. 두번째 단게는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 학
교의 최고 운영자 사무실에서 처리됩니다.

쵸이스 변경
매3월마다MSMC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다음 학년도를 위한 쵸이스 변경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 학년도를 위한 MSMC 학교의 변경의 요구하고자
하는 학부모에게 쵸이스 변경 양식이 모든3개 MSMC 학교 상담 사무실과 웹사이트인
www.montgomeryschoolsmd.org/schools/msmagnet에서 제공될 것입니다.

© 2006 MCPS • www.montgomeryschoolsmd.org/schools/msma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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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이스 절차 • 계속
쵸이스 일정
10월

• 모든MSMC 학교 학생들의 가정에 마그넷 중학교 안내서를 우송한다.
• 저녁MSMC 학교 정보 회의는 Kennedy, Walter Johnson, Rockville, Wheaton
고등학교에서 개최됩니다.
• 저녁 오픈 하우스는ARGYLE, LOIEDERMAN, PARKLAND 중학교에서 열립니다.

11월

• 쵸이스 양식은 컨소시엄 경게선 안에 거주하는 모든 5학년 학생들의
가정으로 우송됩니다.
• 쵸이스 양식은 MSMC 초등학교, 웹사이트, www.montgomeryschoolsmd.org/
schools/msmagnet 그리고 컨소시엄 밖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DCCAP 사무실(301-649-8081) 에서 제공됩니다.
1단계

12월

• 쵸이스 양식 마감

1월

• 쵸이스 양식의 수령을 확인하고 표시된 선택을 증명하는 통보를
학부모에게 우송한다.

2월

• 학교 배정 서신이 1단계 참여자의 가정으로 우송된다.
2단계 및 쵸이스 변경

3월

• 새로운 컨소시엄 내 5학년 학생들과 1단계에 참여하지 않았던 컨소시엄
밖의 학생들로부터의 쵸이스 양식 마감
• 자신의 첫번째 선택 학교를 받지 못해서 원래의 쵸이스 양식이 2단계에
다시 제출될 것을 요구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DCCAPS 사무실에 보내는
서신 마감
• 다음 학년도를 위해 다른 MSMC 학교에 재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현재 MSMC 학교 6학년과 7학년 학생들이 DCCAPS 사무실에 보내는
서신 마감. 양식은 MSMC 학교 상담 사무실과 웹사이트인
www.montgomeryschoolsmd.org/schools/msmagnet에서 제공합니다.

4월

• 학교 배정 서신이 2단계 및 쵸이스 변경 참여자의 가정으로 우송됩니다.

재심요청
5월

• 학교 배정 서신이 쵸이스 변경에 참여했던 현MSMC 학교 학생들의
가정으로 우송됩니다.
• 학교 배정 결정에 재심요청하기를 택하는 학생들의 학부모가
DCCAPS사무실에 보내는 재심 요청 서신 마감

주의: 컨소시엄 쵸이스 및 지원 프로그램 행정국(DCCAPS)는 마그넷 컨소시엄 중학교

(MSMC)를 위해 일합니다. MSMC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웹사이트인
www.montgomeryschoolsmd.org/schools/msmagnet 혹은 301-649-8081에 전화해 DCCAPS에
연락하십시오. DCCAPS 사무실은 11721 Kemp Mill Road, Silver Spring, MD 2090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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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이스 절차 • 계속
MSMC 학교로 가는 교통편
컨소시엄 내부
MSMC에서 지시된 자신이 배정된 MSMC 학교의 1-1/2 마일 도보 거리 밖에 사는
컨소시엄 내 학생들은 동네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교통편이 제공됩니다. 버스 노선은
쵸이스 배정이 이루어진 후에 성립됩니다. 컨소시엄 내 학생들은 다음의 초등학교
지역에 거주합니다.
MSMC 공급 초등학교
Bel Pre
Brookhaven
Georgian Forest
Harmony Hills
Sargent Shriver

Strathmore
Viers Mill
Weller Road
Wheaton Woods

근접한 지역들
Bethesda-Chevy Chase, Walter Jonhson, Rockville 고등학교 지역에 거주하는 입학 승인을
받은 MSMC 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지역내 지정된 위치에서 통학 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버스 노선은 쵸이스 배정이 이루어진 후에 성립됩니다. 다음의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교통편이 제공됩니다.
Bethesda-Chevy Chase 고등학교 지역 초등학교
Bethesda
Chevy Chase
North Chevy Chase
Rock Creek Forest
Walter Jonhson 고등학교 지역 초등학교
Ashburton
Farmland
Garrett Park
Rockville 고등학교 지역 초등학교
Lucy V. Barnsley
Flower Valley
Maryvale

Rosemary Hills
Somerset
Westbrook

Kensington-Parkwood
Luxmanor
Wyngate

Meadow Hall
Rock Creek Valley

모든 다른 지역들
몽고메리 카운티의 모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입학 승인을 받은 학생들의 부모는
MSMC 학교에 가는 자체 교통편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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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1. 각 마그넷 컨소시엄 학교(MSMC)의 중점 교육은 무엇입니까?
• Argyle 정보 기술 중학교는 고급 컴퓨터 과학 및 디지털 매체에
중점을 둡니다.
• Loiderman 창작 및 공연 예술 마그넷 학교는 고급 예술에 중접을
둡니다.
• Parkland 우주항공 기술 중학교는 고급 과학과 공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어느 MSMC 학교가 고급 수학 과목을 제공합니까?
• 모든MSMC 학교는 분석이 있는 대수 2를 통해 고급 수학 과목을
제공합니다.
3. MSMC 쵸이스 과정에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 3개의MSMC 학교 지역 안에 거주하는 5학년 학생들은 쵸이스
절차에 참여하게 되고6학년을 위한 MSMC 학교 중의 한군데에
배정을 받게 됩니다.
• 몽고메리 카운티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5학년 학생들은6학년을
위한 MSMC 쵸이스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습니다.
4. 어느 학생들이MSMC 학교까지 교통편을 제공 받습니까?
• 23 페이지의 교통편표를 보십시오.
5. 왜 MSMC 학교까지 가는 교통편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 MSMC 학교는 연방 정부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이 기금에는
교통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MSMC 학교의 교통편 예산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6. 쵸이스 양식은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제공합니까?
• 쵸이스 양식은 11월에 제공됩니다.
– MSMC 안에 거주하는 5학년 학생들은 우편으로 쵸이스
양식을 받게 됩니다. (23페이지의 MSMC 공급 초등학교
정보를 보십시오.)
– 몽고메리 카운티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5학년 학생들의
학부모는 MSMC 초등학교, 웹사이트인
www.montgomeryschoolsmd.org/schools/msmagnet 혹은

24

Middle School Magnet Consortium 프로그램 책자, 제 3판

FREQUENTLY ASKED QUESTIONS
FREQUENTLY ASKED QUESTIONS

컨소시엄 쵸이스 및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DCCAPS)의 301-6498081에 전화해서 쵸이스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쵸이스 양식은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마감됩니까?
• 쵸이스 양식은 12월 초에 마감됩니다. 마감 일자는 양식 상에
표시됩니다.
– MSMC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5학년 학생들은 (23 페이지를 볼
것) 자신의 현 초등학교에 쵸이스 양식을 제출하게 됩니다.
– 모든 다른 5학년 지원자들을 위한 쵸이스 양식은 DCCAPS Ofﬁce,
Spring Mill Field Ofﬁce, 11721 Kemp Mill Road, Silver Spring, MD
20902에 마감 일자까지 우송되거나 배달되어야 합니다.
8. MSMC 학교에 입학되기 위해서 어떠한 테스트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컨소시엄 밖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어떤 기준이 사용됩니까?
•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 학교는MSMC 학교에 학생들을 배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이들 요소는 자리수, 선택의 우선 순위,
형제자매 선호도,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을 포함합니다.
9. 쵸이스 양식을 완성하지 않는 컨소시엄 내 학생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 쵸이스 양식을 완성하지 않는 컨소시엄 내 학생들은 자리가 있는
MSMC 학교에 배정됩니다.
10. 컨소시엄 밖에 사는 현 6학년과 7학년 학생들이 내년 학년도를 위한 MSMC
쵸이스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까?
• 예. 이들 학생들은 쵸이스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MSMC 학교
배정을 위한 MSMC 요소들은자리수, 선택의 우선 순위, 형제자매
선호도,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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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선택

고등학교 선택

마그넷 컨소시엄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어떤 선택이 있습니까?

ARGYLE, LOIEDERMAN, PARKLAND

마그넷 학교에 재학하는 8학년 학생들은
여러 고등학교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선택 1

다운타운 컨소시엄 (DCC) 고등학교 중 한 곳에 재학한다.
다운타운 컨소시엄 안에 거주하는 8학년 학생들 (DCC에 위치한 초등학교
지역의 리스트를 보려면 27 페이지의 챠트를 볼 것)
• 학생들은 DCC 고등학교 쵸이스 절차의 1단계에 참여하고 선호도에
따라서5개 DCC 고등학교를 우선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다운타운 컨소시엄 밖에 거주하는 MSMC 8학년 학생들
• 학생들은DCC 고등학교 배정을 위한 DCC 고등학교 쵸이스 절차의
2단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은
• 학생들은 자신의 집 주소에 근거에서 의례적으로 배정되는 고등학교인
자신의 본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재학할 수 있습니다.
다운타운 컨소시엄에 있는 고등학교들
5개의 DCC 고등학교는 Montgomery Blair, Albert Einstein, John F. Kennedy,
Northwood, Wheaton 입니다. 각 학교는 전반적인 고등학교 교과과정,
클럽, 교내외행사, 운동 그리고 학생들의 관심사에 맞고 대학교와 미래의
직업에 준비가 되는 아카데미를 제공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아카데미의 리스트를 볼 것)
다운타운카운티 컨소시엄의 지역 경계선 안에 거주하는 8학년 학생들은
DCC 고등학교 쵸이스 절차의 1단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11월에 쵸이스
양식이 학생의 가정에 우송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자신의 고등학교
선호도에 대해 우선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다운타운카운티 컨소시엄의 지역 경계선 밖에 거주하는 8학년 학생들은
DCC 고등학교 쵸이스 절차의 2단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3월달에
학생들과 학부모가 자신의 고등학교를 선호도에 따라 우선 순위로 표시한
쵸이스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쵸이스 양식은 DCC 웹사이트 혹은
컨소시엄 쵸이스 및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행정국(DCCAPS)에서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인 www.montgomeryschoolsmd.org/schools/downcounty를
방문하거나 혹은 DCCAOPS 사무실에 연락하여 301-649-8081에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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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타운카운티 컨소시엄 (DCC) 안의 초등학교 지역
아래에 열거된 초등학교 지역은 다운타운카운티 컨소시엄의 일부입니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8학년 학생들은 DCC 고등학교 쵸이스 절차의 1단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Bel Pre
Brookhaven
East Silver Spring
Forest Knolls
Georgian Forest
Glenallan
Glen Haven

Harmony Hills
Highland
Highland View
Kemp Mill
Montgomery Knolls
New Hampshire Estates
Oak View

Oakland Terrace
Pine Crest
Piney Branch
Rock View
Rolling Terrace
Sligo Creek
Sargent Shriver

Strathmore
Takoma Park
Viers Mill
Weller Road
Wheaton Woods
Woodlin

각 DCC 고등학교의 아카데미
Montgomery Blair 고등학교
• 창업 정신
• 복지 서비스 직업
• 국제학
• 미디어 이해
• 과학, 수학, 기술

John F. Kennedy 고등학교
• 캠브리지
• 미디어컴: 멀티미디어 및 통신
• 트라이엠: 의료 직업,
스포츠 의학 및 스포츠 경영

Albert Einstein 고등학교
• 재정
• 국제 학사 프로그램 (IB)
• 문예부흥
• 시각 및 공연 예술

Northwood 고등학교
• Gilder Lehrman
• 인문과학, 예술, 매체
• 정치, 옹호, 법률
• 기술, 환경, 시스템 과학

Wheaton 고등학교
• 생명과학 및 보건 직업
• 공학
• 세계 및 문화 연구
• 정보 기술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인 www.montgomeryschoolsmd.org/schools/msmagnet을 방문하거나 혹은 DCCAOPS
사무실에 연락하여 301-649-8081에 전화하십시오.

2

선택 2

DCC 지역 안에 거주하고 그리고/혹은DCC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고등학교 지원 유일 프로그램 중 1개 혹은 2개
모두에 지원하십시오.
• Montgomery Blair 고등학교의 커뮤니케이션 예술 프로그램(CAP).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cap.mbhs.edu/를 방문하거나 301649-2854에 전화하십시오.
• John F. Kennedy고등학교의 리더쉽 훈련원(LTI).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montgomeryschoolsmd.org/curriculum/specialprograms/
high.shtm 을 방문하거나 301-962-5930에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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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 3

MCPS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카운티 단위 지원 유일 프로그램 중 1개 혹은
2개 모두에 지원하십시오.
•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의 국제 학사 (IB) 프로그램
• Montgomery Blair 고등학교의 과학, 수학, 컴퓨터 과학 마그넷
• Albert Einstein 고등학교의 시각 예술 센터
• Poolesville 고등학교 전체 학교 마그넷 프로그램
–지구 생태 하우스
–인문과학 하우스
–과학, 수학, 컴퓨터 과학 하우스
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montgomeryschoolsmd.
org/curriculum/specialprograms/high.shtm 을 방문하거나 각 고등학교에
연락하십시오.

4

선택 4

Thomas Edison 기술 고등학교(TEHST)에서 제공되는 카운티 단위 지원
유일 직업 주제 프로그램에 지원하십시오.
• 고등학교에 일단 입학하면 MCPS 학생들은반나절 전문 직업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TEHST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입학된 학생들은
TEHST를 반나절 그리고 나머지 반나절은 공동 등록된 전반적인
고등학교 재학합니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montgomeryschoolsmd.
org/schools/edison 을 방문하거나TEHST 상담 사무실에 연락하여 301-9292181에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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