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 학년 학생의 MCPS 교육구 고등학교 공통 지원서 (MCPS Regional and Countywide High School
Common Application)
myMCPS 학부모와 학생 포털에 명시된 지역/교육구 프로그램 중 관심이 있는 프로그램을
표시해 주세요.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
학생 이름:
학생 성:
학생번호:
학부모/후견인 이름:
학부모/후견인 성:
부모/후견인 이메일 주소:
홈/학군 기준 고등학교:
현재 8 학년 학생이,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관심에 근거한 프로그램
학생의 관심에 근거한 프로그램(Interest Based Programs)
관심에 근거한 프로그램 중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표시합시다. 아래 프로그램 중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표시를 하지 맙시다. 메모: 다음 프로그램은 추첨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추가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의 합격과 등록은 학생이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릅니다.
9 학년 때 듣기 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표시합시다.
 보건의료 전문과 (Healthcare Professions) - 생물과학 아카데미(Biosciences Academy)
Wheaton/Edison 고등학교 (추첨)
 호스피탈리티/호텔학과 관광 관리(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 글로벌
스터디 아카데미(Global Studies Academy) Wheaton/Edison 고등학교 (추첨)
 정보 기술공학과 사이버 보안(Information Technology & Cyber Security) - 정보 기술공학
아카데미(Academy of Information Technology) Wheaton/Edison 고등학교 (추첨)
 건축관리와 엔지니어링(Construction Management and Engineering) - 엔지니어링
아카데미(Engineering Academy) Wheaton/Edison 고등학교 (추첨)
 중기 대학 프로그램 @ Montgomery 칼리지) Middle College @Montgomery College-MC2)
Northwood 고등학교 프로그램 (추첨)
 IB 커리어 프로그램(Career Program) PLTW 의생명 과학(Biomedical Sciences) Rockville
고등학교 (추첨)
 IB 커리어 프로그램(Career Program) PLTW 엔지니어링(Engineering) Rockville 고등학교
(추첨)
 IB 커리어 프로그램 Career Program 호스피탈리티/호텔 경영 프로그램(Hospitality
Management program) Rockville 고등학교 (추첨)
 IB 커리어 프로그램(Career Program) Code.org 컴퓨터 과학(Computer Science) Rockville
고등학교 (추첨)
 보건의료 전문가(Healthcare Professions) -Seneca Valley 고등학교 (추첨)
 호스피탈리티/호텔학과 관광 관리(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 Seneca Valley
고등학교 (추첨)
 정보 기술공학과 사이버 보안(Information Technology & Cyber Security) - Seneca Valley
고등학교 (추첨)
 건설 관리와 건축(Construction Management and Architecture) - Seneca Valley 고등학교
(추첨)




Project Lead the Way 엔지니어링 Seneca Valley 고등학교 (추첨)
중기 대학 프로그램 @ Montgomery 칼리지( Middle College @Montgomery College-MC2)
프로그램 Northwood 고등학교 (추첨)
 PLTW 의생물 과학 프로그램(Biomedical Sciences) Gaithersburg 고등학교 (추첨)
 네트워크 운영과 정보 기술공학(Network Operations & Information Technology-P-Tech)
Clarksburg 고등학교 (추첨)
 항공과 우주공학(Aviation and Aerospace) Magruder 고등학교 (추첨)
현재 8 학년 학생의 기준에 근거한 고등학교 프로그램 (Criteria Based High School Options for Current 8th
Grade Students)
기준에 근거한 고등학교 프로그램 (Criteria Based Programs)
기준에 근거한 프로그램 중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표시합시다. 아래 프로그램 중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표시를 하지 맙시다. 아래의 프로그램을 선택한 경우, 추가 지원서를
요청해야 하며, 추가 지원서 제출 마감일은 2019 년 11 월 1 일입니다. Note the following:
프로그램 합격 여부는 다양한 여러 측면의 측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는 성적표, 교사의
추천, 2019 년 12 월 7 일에 보는 외부 평가시험 등의 결과가 포함됩니다. 지원 프로그램의
합격과 등록은 학생이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릅니다.
9 학년에 다니고 싶은 기준에 근거한 지원 프로그램에 모두 표시합시다.
 Blair 고등학교 커뮤니케이션 예술 프로그램(Communication Arts Program) (기준 근거)
 Poolesville 고등학교 지구 환경 프로그램(Global Ecology) (기준 근거)
 지역 국제 학사 학위 프로그램(Regional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
Kennedy 고등학교 (기준 근거)
 지역 국제 학사 학위 프로그램(Regional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
Springbrook 고등학교 (기준 근거)
 지역 국제학사 학위 프로그램(Regional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
Watkins 고등학교 (기준 근거)
 교육구 전역 국제 학사 학위 프로그램(Countywid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기준 근거)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Kennedy 고등학교 (기준 근거)
 수학•과학•컴퓨터 과학 프로그램(Math•Science•Computer Science Program) Blair
고등학교 (기준 근거)
 PLTW 엔지니어링 프로그램(Engineering Program) Wheaton 고등학교 (기준 근거)
 PLTW 생의학 프로그램(Biomedical Program) Wheaton 고등학교 (기준 근거)
 시각 미술 센터(Visual Art Center) Albert Einstein 고등학교 (기준 근거)
 인문학 프로그램(Humanities) Poolesville 고등학교 (기준 근거)
 수학•과학•컴퓨터 과학 프로그램(Math•Science•Computer Science Program) Poolesville
고등학교 (기준 근거)
DCC(Albert Einstein, John F. Kennedy, Montgomery Blair, Northwood, Wheaton) 학군에 거주하는
8 학년 학생은 DCC Choice 추첨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NEC (James Hubert Blake, Paint Branch, Springbrook)) 학군에 거주하는 8 학년 학생은 DCC
Choice 추첨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면책진술
본인은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을 지원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이해합니다.
본인은 학부모와 학생 포털 사이트에 자격이 되는 프로그램을 명시한 my eligibility report 가
제공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프로그램 자격 여부는 MCPS 시스템에 등록된 거주 주소와 현재 배정된
중학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본인이 해당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제출할 경우, 본인의 지원서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만약 본인이 이 양식에 있는 기준에 근거한 지원 프로그램(criteria based programs)에 합격할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의 부모/후견인과 본인은 기준에 근거한 지원 프로그램(criteria based programs)의 일부이자
이 지원서와 함께 제출한 교사의 추천서는 비밀유지에 따라 본인의 부모/후견인과 본인이 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프로그램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 언제든지 옮길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위에 적힌 학생의 학부모/후견인입니다. 본인은 본인이 온라인으로 제출한 이 양식과
전자 서명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본인의 서명을 대신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