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고등학교 
등록신청
통해 방향잡기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등학교 등록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안내 책자



학부모와 보호자께:
여러분의 8학년 자녀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되어, 이제 더 이상 

학교 일에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컸다는 안도의 

숨을 내쉬실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새 학년의 학습 

플랜을 짜기 위해 여러분의 자녀, 담당 교사들과 함께 처음부터 자녀의 

고등학교 생활에 참여하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과목 선택에 관련하여 

다음 몇 주 동안 하실 결정들은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주어질 

선택 가능한 옵션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장래 계획을 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녀와 함께 진로 및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선택할 수 

있는 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녁 행사에 참석 

하시어 고등학교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카운셀러 교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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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고등학교에 들어간 자녀의 성공을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     

입니다:

• 자녀의 교사들과 연락을 지속적으로 가지십시오; 자녀로 하여금 
교사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잘 소통하게 하십시오. 교사들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고, 학교측의 전자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받아볼 수 있도록 
가입하십시오.

• 자녀의 학교 공부에 흥미를 보인다.

• 좋은 학습 습관을 갖도록 돕는다.

• 학교에서 매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녀에게 물어본다.

•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지, 왜 좋아하는지를 물어본다.

• PTA회의에 참여하고 학교 활동들에 참여한다.

• Naviance에 접속하면 전자 카탈로그와 자녀의 수강 플랜을 볼 수 있습
니다.(접속 도움이 필요하면 학교 카운셀러에게 연락하십시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교에 참여하는 부모님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더 우수한 성

취를 보입니다. 부모님이 학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

십시오. 부모님이 학교생활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부

모는 없다라고 부모님들이 믿기를 아이들이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마

십시오! 때로는 성숙해 보이는 학생들도 때때로 덜 성숙한 모습을 가진, 사랑과 

관심, 모니터링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입니다. 자녀를 위한 여러분의 역할

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고등학교 등록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주저하시지 마시고, 자녀의 8학년 선생

님들이나 가이던스 교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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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고등학교 졸업 요건*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는 메릴랜드 공립학교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에 
나오는 21학점을 수여 받아야 한다. :

주지사항: 승인된 고교 과목 책자를 통해 졸업을 위한 평가 요건을 확인하라.

   *  2009년에 메릴랜드 대학 시스템 섭정 이사회는, 새로 들어올 대학 1학년생은 4 
      년간의 고교 수학을 마칠 것이 요구되는 학업 정책을 승인했다. 따라서, HCPSS  
      학생들은 HCPSS에서 다니는 고교 매 학년마다  수학 과목에 등록해서, 5년 혹은 6 
      년차가 되도록 수학 과목이 여전히 졸업 요건에 맞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최대 4년 출석 기간까지 수강을 해야 한다.  3년치 수학은 대수 I 에서 1학점, 
      기하에서 1학점, 그리고 대수 II 와 그 이후에 치루는 수학 즉 이전에 배웠던 대수적  
      그리고 숫자적 스킬을 잊지 않도록 실질적 방법으로 대수를 활용하는 과목 등에서 
     1학점 혹은 그 이상의 학점을 획득하게 되어 있다.

  **  졸업요건 충족을 위해 고교에서 ASL I과 II  둘 다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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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특정 필수  학점 
영어 4학점

수학 3학점, 그리고 다음 과목을 포함한 4년간의 수강*
• 대수 I 에서 1학점
• 기하에서 1학점

과학                             3학점, 과학 졸업 요건은 MSDE가 검토 중이다. 학교 
카운슬러 교사와 최근 요건을 확인하기 바란다.

• 생물에서 1학점
• 다음에 나오는 모든  분야에서나 어떤 

분야에서든지 실습 경험을 포함한 2학점: 지구 
과학, 환경과학, 생명 과학, 물리

사회 3학점
• 미국역사에서 1학점
• 지역, 주, 전국 정부에서 1학점
• 세계사에서 1학점

기타 필수 요건
미술 1학점

체육 1/2 학점 평생신체단련 포함

보건 1/2 학점 보건 혹은 현 보건 이슈들 포함

기술교육 1학점

기타 세계의 언어**에서 2학점  혹은

미 수화(ASL)***에서 2학점(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ASL I과 II  둘 다 이수해야 함. 이 과목은 모든 
대학의 입학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승인된 고급 기술 프로그램에서 2학점 혹은 

커리어 아카데미(주에서  승인한 커리어 및 기술 교육 
완수자 프로그램)에서 4 혹은 5학점 

선택과목 위의 요건 외의 어떤 과목에서든 1-3학점

학생들은 출석, 봉사 학습 및 커리어 준비 요건 또한 충족해야만 한다.



고등학교 스케쥴

• 모든 고등학생들은 일년에 일곱 과목을 수강한다.

• 학교는 오전 7:25에 시작하고 오후 2:10에 마친다.

• 1, 2, 3, 5, 6교시는 50분 동안이다.

• 4교시에는 A/B 로테이션과 점심 시간이 포함되며, 이 시간대에는 30분이 추가 된다.        

     네번의 점심교대가 있으며 각 학생들은 첫번, 중간 1, 중간 2, 혹은 마지막  교대시간에 

     점심을 먹는다.    점심시간에는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다 섞여 점심을 먹는다.

하단의 표는 돌아오는 여름에 여러분이 우편으로 받게 될 학생의 일년 
동안의 스케쥴의 예이다.  카운셀러의 이름, 과목명, 과목번호 등 성공적
인  9학년으로 내딛는 첫 수업일에 꼭 필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스케줄의 예
1교시                     7:25-8:15               50분

2교시                     8:20-9:10               50분   

3교시                    9:15-10:05               50분

   4 교시                 10:10-12:20 

          

              점심 교대:

                    A     10:10-10:40

                    B      10:45-11:15

                    C      11:20-11:50

                    D      11:55-12:25

5교시                   12:25-1:15                50분

6교시                    1:20-2:10                 50분

5

이름:똘똘이 학생    학년: 9    ID: 001234567
홈룸:A215          카운셀러: Ms. 도우미  

1교시: 미국사                                    B110

2 교시:대수 1                                    A214 

3교시: 영어 9 Honors                          B122 

4A교시: 댄스  I                                  A209 

4B 교시:  테크놀로지 솔루션 디자인하기   E102

5교시:  지구와 우주과학                       B112

6교시:  평생신체단련                          체육관 



등록서의 예
(과목 제공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운셀러들이 지도해줄 것이다.) 

6

1.

2.

3.

4.

High School
REGISTRATION 

GRADE 09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HONE: __________________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 CITY:________________ ZIP:________

List below the seven credits to be taken during the school year. Read the notes below before 
completing the registration form. 

Dept Course Name, Number and Level Credit Teacher Recommendation

English 9 1

US History 1

Mathematics 1

Science 1

Elective #1 1

Elective #2 1

Physical Ed/
Health

PE-900-8/
HE-900-8

Lifetime Fitness/
Health 1 REQUIRED

Total Credits = 7

 v LUNCH is added to all schedules. v

List below two courses to be used as alternates in case an elective above is not available or there is a 
scheduling conflict.

 Course Number Course Name

Alternative #1

Alternative #2

Alternative #3

Please indicate intended Program Choice(s):
 ❏ World Language
 ❏ Advanced Technology Sequence
 ❏ Career and Technology Completer (Career  

Academy or Career Research and Development)

Student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 Parent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int Parent name: ___________________ Daytime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rent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 Initials of School Counselor: ___________________

Check if applicable:
 ❏ IEP  
 ❏ ESOL
 ❏ 504



1. 연락번호와 학부모 정보를 포함한 학생 정보를 빠지지 말고  
      기입 하십시오. 고등학교에서는 시간표를 짜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여러분과 연락  
      을 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2. 과목명과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승인된 고교목 카탈 
 로그(Catalog of Approved High School Courses)와  
 Naviance를 사용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다음 학년 때 잘 
 못된 과목에 배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을 갖고 천천 
 히 하십시오. 

3.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에 꼭 배치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 과목 
      들의 대안 과목들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기입하십시오.

4. 등록 용지에 서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의 등록 용지 
      가 처리되기 위해서 부모님의 서명이 꼭 필요합니다.

8학년 말까지 읽기나/와 수학 과목에서 해당 학년이나 해당 
학년 이상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장의 결정
하에, 필요한 학습 필요에 따른 적절한 학습 중재를 받도록
요구됩니다.   학습 중재에는 썸머 스쿨 그리고/혹은 
9학년에서의 지정된 읽기 그리고/혹은 수학 중재 수업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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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과목등록서의 샘플입니다. 이 문서의 복사본을 현재 교사의 
추천과 함께 받게될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9학년 선택 과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9학년 학생들이 수강 할 수 있는 선택과목들

아래의 과목들은 9학년생의 시간표 완성을 위해 택할 수 있는 
옵션 몇가지이다. 9학년생은 순수미술 혹은 기술 요건을 취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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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테크놀로지 교육 요건을 충족한다.  전체 목록을 보려면 ‘승인된 고교 과목’ 카
탈로그의 7페이지를 참조하라.

과목명 과목 #

미술 I – 스튜디오 미술의 기초 VA-400-1

*컴퓨터 사이언스 탐구하기-Honors CT-400-1

Java프로그래밍의 원리 GT CT-465-1

무대 미술 I DT-410-1

저널리즘 1 LA-840-1

앨범만들기(Yearbook) 1 LA-870-1

음식과 영양 테크놀로지 CT-910-1

세계의 언어 선택한 언어에 따라 다름

밴드 –컨서트, 다른 수준을 위한 오디션 MU-400-1

음악 이론 I MU-460-1

코러스 MU-410-1

콘서트 합창 MU-510-1

실내 합창단(오디션 필수) 수준에 따라 다름

보컬 앙상블 수준에 따라 다름

피아노 1과 II MU-470-1, MU-570-1

기타 1, II 그리고 III/IV MU-430-1, MU-530-1, 
MU-830-1

기타 1, II 그리고 III/IV 수준에 따라 다름

음악 테크놀러지 MU-450-1

댄스 I DT-400-1

댄스 II, III (오디션 필수) DT-500-1, DT-600-1, 
etc.

주니어 댄스 컴퍼니GT (오디션 필수) DT-730-1

*테크놀로지의 기초 CT-800-1

*PLTW엔지니어링 디자인 입문GT CT-805-1

패션과 인테리어 디자인의 기초 CT-900-1



평점(Grade Point Average, GPA) 이해하기

대부분의 대학들은 여러가지 다른 요인들 외에도,  GPA를 가지고 다른 

급우들과 비교하여 고려한다.

평점은 여섯 학기를 마친 후, 학생의 졸업반 초에 계산된다. 이때에, 두 가지의 

평점이 계산된다.  전통적인 평점(가산점이 없는, unweighted)과   학생이 

완료한 honors나 GT/AP과목들에 대한 가산점이 있는 평점 (weighted)이다.   

   다음은 과목 수준에 따른  다른 가산 체계를 설명한 표이다.

대학 지원을 위한 학생의 성적표에는 가산점이 있는 평점, 가산점이 
없는 평점 및 학년 등수가 다 기입된다.   

주의: 중학교 때 수강한 고등학교 과목들은 고등학교 성적표에는 
기입이 되나 평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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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전통적(Traditional) Honors GT/AP

A 4.0 4.5 5.0

B 3.0 3.5 4.0

C 2.0 2.5 3.0

D 1.0 1.0 1.0

E 0 0 0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어휘 –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단에 적혀 있는 정의들을 보시고 11쪽에 나온 단어들과 맞춰 보세요. 

1. 5학점 이하를 수료한  학생: 9학년생

2. 5학점을 수료한 (영어과목에서 1학점)  학생: 10학년생

3. 10학점을 수료한 (영어과목에서 2학점) 학생:  11학년생

4. 14학점을 수료한  (영어 과목에서 2학점) 학생:  12학년생

5. 과목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주어지는 단위.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과목에서 받는 몇 개를 포함하여 21개의 이것이 필요하다. 

6.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 

7.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스케줄에 수강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어야 
수강 할 수 있음.

8. 어떤 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꼭 마쳐야 하는 과목.  예: 스페인어 3 
이전에 스페인어 2를 꼭 수강 

9. 성공적으로 고등학교를 마쳤으며 메릴랜드 주 교육부에서 지정한 
모든 필수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서 (적어도 21학점)학년 평점

10.  평점

11. 평점보고를 요하는 교과외 활동, 전국우수학생회, 우등생 명단 
그리고 기타 여느 활동에든 학업자격을 위해 GPA가 사용된다. 

12. 졸업에 필요한 1학점 (밴드, 미술, 음악, 드라마, 댄스, 등)

13. 대학교 수준의 과목. 완료 시, 시험을 치며, 점수를 어느 정도 이상 
받았을 경우, 대학교 학점이 주어진다. 시험의 인정은 대학별로 
다양하다.  이 과목의 수강과 성공적 완료가 대학교 학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14.  뛰어난실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과목들. 주(state)의 내용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준비시겨 준다.  

15. 과목 자료들을 보다 깊고 엄격함으로 진전시킬 수 있고 그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들. 주(state)의 내용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게 된다.  

16. 해당 학년 수준의 자질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과목들. 주(state)
의 내용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준비시겨 준다.

17.  스포츠, 클럽 활동들을 포함하여 교실 밖에서 행해지는 활동들. 
많은 대학들이 좋은 성적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들에의 참여도 
본다.

18.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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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은행
AP _________    

Sophomore _________

Weighted GPA _________   

Elective _________   

Senior _________    

Honors _________    

GPA _________    

Credit _________    

Freshman _________   

Diploma _________   

GT _________    

Fine Arts _________   

Regular _________   

Junior _________    

Prerequisite _________   

Required _________   

Extracurricular _________   

Twenty-one _________

(뒷면에 적힌 정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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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0 Clarksville Pike • Ellicott City, MD 21042
main switchboard: 410-313-6600

www.hcpss.org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은 직원 채용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신조, 출신국가, 종교,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연령, 성별, 결혼여부, 혹은 성적 
경향을 이유로 인해 차별하지 않습니다. 타이틀 IX신청에 관한 문의는  하워드 공립학교 
시스템의 평등권 보장 사무실의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Title IX Coordinator, Office of 
Equity Assurance,  Howard County Public School System, 10910 Clarksville Pike, 
Ellicott City, MD 21042,  전화 410.313.6654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AP 13
Sophomore 2
Weighted GPA 11
Elective 7
Senior 4
Honors  15
GPA  10
Credit  5
Freshman  1
Diploma  9
GT  14
Fine Arts  12
Regular  16
Junior  3
Prerequisite  8
Required  6
Extracurricular  17
Twenty-one 18

페이지 11의 문제에 대한 정답

G
U

I.11.17Navigating through HS Registration (Intl. Student and Family Svces.-Korean: KK 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