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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Richard Montgomery High School 학생이 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 
입학/전학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기는 많은 변화와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 정말 흥분되는 기간입니다. 이 안내서는 새로 시작하는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Richard Montgomery High School 학교방문 
 

 
 
 여러분 나라에서 취득한 고등학교 학점 
 
여러분은 이미 거주 및 국제 등록처 (Residency and International Admissions-RIA)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RIA 에서는 여러분이 제출한 학교성적을 심사하여 Maryland 
주에서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 적용시키게 됩니다.  

 
RIA에서 인정한 학점에 관해 질문이 있으면 성적표를 제출한 후 60일 이내에 RIA로 
연락해야 합니다. Richard Montgomery High School 이 RIA 의 결정을 바꾸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RIA 전화번호는 (301) 230-0686입니다. 

 
미국에 오기 전 영어를 학습한 경우, Richard Montgomery High School 은 영어 
2 학점까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학점인정 여부는 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ESOL)부 주임교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학 배치 시험  
 
수학과목 배치를 위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결과에 따라 어느 수학과목을 
택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시험 때 계산기와 한영/영한 사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표 
 
수학 시험이 끝나 성적채점이 이루어지면 카운슬러가 학생을 위한 개별 시간표를 
작성해 줍니다. 여러분의 담당 카운슬러가 교실 안내를 위해 같은 반 학생으로 
한국말을 하는 학생을 찾아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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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에서의 정직성 
 
여러분은 학업에서의 정직성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다른 학생이 쓴 
것이나, 책, 인터넷, 또는 어떤 자료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입니다.  이에는 숙제, 쪽지시험, 쓰기 과제물, 시험, 평가시험이 모두 포함됩니다.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글을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결과로 벌칙이 주어집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시험 내용이나 과제물을 베껴서 제출할 경우, 두 학생이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중언어 사전 

 
학습을 위해 영한/한영사전을 구입하여  항상 들고 다닙시다. ESOL 부는 시험과 
평가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사전의 리스트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이중언어 
사전을 과제 작성과 시험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외국에서 온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첫 등교일 

 
첫 등교일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입니다. 담당자가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Financial Office 에서 "SpinBook"을 받읍시다. SpinBook 은 모든 학생이 매일 
사용하는 기록 수첩입니다.  이 수첩에는 다양한 유용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에는 숙제와 과제를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Financial Office 는 학교 
사무실 옆의 Main Street에 있습니다. 첫 SpinBook은 무료이며 다시 사야 할 경우 
5불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센터에서 ‘컴퓨터 아이디(ID)’를 받읍시다. 이 ID로 학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센터는 Main Street에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몇 
일 후 아이디를 받으러 미디어 센터를 방문합니다. 

 
 gym 앞에 있는 Security Office 에서 학생증(student identification card)을 
발급받습니다. 학교 내에서 항상 학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Security Office 에서 자신의 사물함을 배당받습니다. 자물쇠를 가지고 오거나 

Financial Office에서 2불에 자물쇠를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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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과 학생을 위한 Edline 등록번호를 카운슬러한테 받읍시다.  학생과 
학부모님은 Edline을 통해 성적과 숙제/과제물을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은 따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가정의 수입에 따라, "무료/할인 급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를 카운슬러 
사무실 비서 또는 학교 사무실 비서에게 받으신 후 기재하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무료/할인 급식"에 해당될 지는 나중에 통보해 드립니다. 심사는 2 주 
이상 걸립니다. 결과는 1 교시 교사가 학생에게 알려줍니다.  FARMS 는 SAT 와 
ACT 시험 수험비를 면제해 주고, 제한된 수의 대학 지원서비용을 면제해 주며, 
야외학습과 SAT 그리고 ACT 준비반에 대한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테리어에 계좌를 만들어 급식비를 적립해 둘 수 있습니다. 현금 또는 
체크로 자신의 개인 계좌에 적립하여 점심 구매때 마다 어카운트를 적립된 
금액에서 자동적으로 지급됩니다.  

 
 체육(Physical Education-PE)을 수강할 경우, 체육시간 전에 티셔츠와 반바지 또는 
트레이닝 바지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Richard Montgomery High School 학교 색인 
노란색과 검정색의 체육복을 PE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갈아입을 옷을 
집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체육실 사물함을 배정받아 자신이 
자물쇠를 가지고 와서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기 

 
학생은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매일 모든 수업에 참석합니다.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릴 때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매일 모든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잘 챙깁니다. 노트, 필기도구, 교과서, 계산기, 
사전 등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수업시간 내의 활동에 참여합니다. 
 숙제나 과제를 SpinBook에 기록합니다. 
 매일 밤 숙제를 합니다. 한 과목당 숙제를 위해 30분 이상을 소요해야 합니다. 
 숙제를 제때(due date) 제출합니다. 
 자신의 과제는 자신이 합니다. 다른 학생이 한 것을 베끼지 맙시다. 
 쪽지시험(Quiz), 시험, 중간 및 기말고사에 대비하여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이해가 안 될 경우는 담당 선생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선생님께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알아둡니다. (수업 전, 점심시간, 방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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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교습의 기회를 찾아봅니다. 대부분의 과목에서는 지정된 점심시간에 
도움/교습 시간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선생님께 
문의합시다. 

 카운슬러와 담당교사에게 학교 내 학생이 제공하는 개인교습 프로그램(peer 
tutor)에 대해 물어봅시다. 

 교사와 카운슬러에게 학습방법과 기술에 대해 문의합시다. 
 방과후 미디어 센터에 가서 조용한 곳에서 숙제를 합시다. 
 혼자서도 영어로 쓰인 책을 읽읍시다. 

 

 
과외활동  
 

                        
 
 
더 많은 학생을 만나고 과외활동에 참여합시다. 학생들과의 교류는 ESOL 학생이 영어를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길입니다. Richard Montgomery High School 에는 다양한 
동아리/클럽과 스포츠팀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 동아리와 스포츠팀에 대해 물어보고 다음 웹사이트를 찾아봅시다. 
 

 스포츠: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schools/rmhs/athletics/ 
 동아리/클럽: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schools/rmhs/students/clubs/ 

 
웹사이트 방문에 대한 안내는 다음 장을 봅시다. 
 
대부분의 과외활동은 GPA가 최소한 2.0이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GPA 정보는 
10쪽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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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정 
 
ESOL 학생을 위한 혜택 
 
ESOL 학생은 평가를 받을 때 이중언어 사전과 추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습 과제와 시험 중에 이중언어 사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ESOL 
교사와 카운슬러에게 문의하십시오. 
 

등급 산정  
 

성적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A:  90% - 100% 
B:  80% - 89% 
C:  70% - 79% 
D:  60% - 69% 
E:   0-59% 

성적 산출기간  
 
학기는 18주씩의 2학기로 나누어집니다. 각 학기는 두 번의 9주의 성적산출기간 또는 
쿼터로 나누어지며,  첫 학기는 8월부터 1월 말까지 2학기는 1월 말부터 6월까지입니다.  
 
이 학점취득을 위해서는 학년 말의 기말고사에 합격점을 받아야 합니다. 

 
 

1학기 2학기 
8월에서 

11월 
11월에서 

1월 
1 월 1월 3월 3월에서 6월 6월

1차  

성적 
산출기간 

(쿼터) 

2 차 

성적 
산출기간 

(쿼터) 

기말 고사 3 차 4 차 기말 고사 

37.5% 37.5% 25% 37.5% 37.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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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성적표와 성적표 및 내신 성적표 
 
학부모님은 정기적으로 학생의 성적을 Edline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 성적표가 학기 중간에 Edline에 준비됩니다.  Private Report에서 Interim Report 링크 
를 보시면 성적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성적표는 일 년에 4회 , 11월, 1월, 4월, 6월에 배부됩니다. 11월, 2월, 4월 성적표는 학교 
에서 직접 전해주며 학기말 성적표는 6월에 가정으로 우송됩니다. 
 
학기 성적이 학생의 최종 내신 성적표에 기재되는 성적입니다. 성적평가/산출 규정은 
마지막 성적만이 내신 성적으로 기재되는 다른 나라의 성적 산출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신 성적은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만 정식 명칭은 '고등부 최종 성적 기록(Secondary 
Scholastic Record)'입니다.  교직원과 학생은 대부분 '성적 증명서(transcript)"라고 부릅니다. 
Secondary Scholastic Record는 Edline의 학생 성적과 졸업 학점 이수 보고(Student Grades 
and Graduation Credit Report)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Private Reports 란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Scholastic 성적은 여름에 가정으로 우송되며 학교 
registrar에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학점 평균(Grade Point Averages-GPA) 
 
학점 평균은 다음과 같습니다. 
 

A = 4 
B = 3 
C = 2 
D = 1 
E = 0 

 
이 점수는 각 과목의 성적측정과목 평균입니다. GPA는 획득한 학점 총점을 총 과목 학점 
수를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 개의 A 와 4 개의 B 를 받은 학생의 경우 해당 
학기의 GPA는 3.42입니다. [4+4+4+3+3+3+3] / 7 = 3.42 학점 평균은 성적표에 누적 학점 
평균은 성적증명서에 기록됩니다. 
 
우등반과 고급반 수준 과목에서의 학점을 위한 가중치 학점 평균은 다음과 같습니다. 
 

A = 5 
B = 4 
C = 3 
D = 1 
E = 0 

 
누적 가중치 학점 평균(Weighted grade point average-WGPA)는 일반 과목에서 우등 또는 
고급반을 수강할 경우, GPA에 추가로 얻게 되는 점수의 평균입니다. WGPA는 GP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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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 개의 레귤러 다섯 과목과 어너 또는 높은 
수준(AP) 두 과목을 수강하여 B가 4개 A가 3개일 경우, 두 개의 어너 및 AP는 WGPA에 
해당됩니다. 이 학기의 성적은 [5+5+3+3+3+3]로 3.71으로 WGPA는 별도로 표기됩니다. 
 

Maryland 주 졸업요건 
 
Montgomery 주 법에 따르면 학생은 다음 세 가지 분야를 충족해야 합니다.  세가지 분야는 
과목 학점 취득, High School Assessments (HSA: 고등학교 학력 평가 시험), Student Service 
Learning(학생 봉사 학습) 시간의 취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졸업을 
위한 진행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졸업학점 확인 양식이 본 책자의 뒷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업 학점 
학생은 졸업을 위해 22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각 과목은 1년에 1학점을 취득합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28학점을 졸업할 때 취득합니다. 
 

 
  

영어 4학점. ESOL 과목 포함 

예술 1학점  

보건 0.5학점  

수학 4학점. 대수와 기하 포함 

체육 1학점  

과학  3학점 생물 1학점과 물리 1학점 포함 

사회탐구 3학점. 미국사, 현대 세계사, 연방, 주, 지방 정치 (NSL) 포함 

과학 기술 교육 1학점 

선택 과목 ESOL 학생은 일반적으로 2 년의 외국어(스페인어 또는 
중국어가 모국어일 경우는 높은 수준의 스페인어 또는 
중국어) 취득으로 충족하거나 Thomas Edison High School of 
Technology에서 수업을 통해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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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평가시험(High School Assessments) 
 
학생은 졸업을 위해 Maryland High School Assessment 의 영어 10, 대수 1, 생물에 
합격해야만 합니다. 이 평가시험은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학기 말에 봅니다. 
평가시험에 떨어진 학생은 중재도움을 받고 합격할 때까지 다시 볼 기회가 제공됩니다. 
Maryland 고등학교 평가시험(HSA)은 SAT, ACT, TOEFL과 같은 대학 입시 시험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학생봉사학습  
 
학생은 학교 수업 외에 비영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봉사활동(SSL) 
시간은 학생이 MCPS 에 등록한 시간부터 취득해야 할 시간이 성적표에 기재됩니다. 
카운슬러를 통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서비스의 기회는 MCPS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montgomeryscㅇ hoolsmd.org/departments/ssl/ 

 
학생은 자신이 봉사할 곳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학교 담당 교직원이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종교기관에서의 비종교 행사에 한하여 학생의 봉사활동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봉사한 시간은 정해진 양식의 지시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에 제출하는 마감일이 
있습니다. 마감일 전에 SSL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은 봉사활동시간은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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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진급 
 

학생들은 단지 학년을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학점을 취득해야만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10학년, 11학년, 12학년 진급에 필요한 학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학년진급

에 필요한 
총학점 

의무 
수강 과목 중 
수학  학점 수 

의무 
수강 과목 중 
영어 학점 수 

의무 수강 
과목 중 

과학 학점 수 

진급에 
필요한 
사회탐구 
학점 

기타 
요구되는 
학점 

  9학년부터 
10학년까지 

5 1 1 0 0 3 

10학년부터 
11학년까지 

10 2 2 1 1 4 

11학년에서 
12학년까지 

15 3 3 2 2 5 

 

귀국 
 
많은 나라들은 학생이 매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음 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 학년에서 모든 시험에 합격하면 9 학년을 마치고 
10학년에 진급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구는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특정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이수해야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정해진 과목에서 낙제를 하면 하계 학기 또는 학기 중 이 과목을 재수강해야 합니다. 
하계 학기는 한 과목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 재수강을 하면 재수강과목도 
정해져 있는 과목수 중 하나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첫 수강시 학점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을 통해 볼 때, 학생이 귀국하게 될 경우, 우리 교육구의 진급 시스템과 외국 교육구의 
진학 시스템 차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각 교육구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는 
학부모님이 직접 대사관이나 각 나라의 교육국에 사전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구의 진급 시스템에 대한 편지와 졸업에 필요한 학점 중 취득한 학점 그리고 
학생의 성적을 설명하는 편지를 학교에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학생의 귀국 후 
배정되는 학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학교는 우리 교육구 진급 정책을 
이해하고 귀국하는 나라의 진급 시스템과 다르다는 점과 이에 따라 진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는 편지에 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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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출결석에 관한 일반 정보 
 
Maryland 주의 의무교육은 만 16 세까지입니다. 학사일정 달력은 Richard Montgomery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schools/rmhs/aboutus/calendar.aspx 
학부모나 보호자는 자녀가 수업에 결석할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언어는 
영어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피치 못할 경우, 모국어로 적으셔도 됩니다. 사유서에는 
학생의 이름과 학생번호, 학년과 결석한 날짜, 결석사유, 전화번호와 학부모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3일 이상의 결석은 의사의 소견서를 부모의 사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이 재등교후 3일 이내에 직접 Gym 건너편 Main  street에 있는 사무실(main office) 
출결석 담당 비서(attendance secretary)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석은 인정받지 못하는 결석 즉 "unlawful"로 표시됩니다. 학생은 
출결석 담당 비서에게 받은 보라색 메모를 교실에 돌아가서 담당 교사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결석(lawful absence)은 학생의 병, 특별한 종교적 공휴일, 직계 가족의 죽음과 
대학방문에 경우에 해당됩니다. 병은 구토, 100 도/38 도 이상의 고열 등의 동반하는 
전염성 병의 경우를 말합니다. 
 
가족여행은 인정되는 결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은 수업시간 후에 약속을 
잡도록 합시다. 수업시간 중에 병원에 가야 할 경우, 학생은 병원에 가기 전까지 그리고 
돌아온 후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출결석 담담 비서 또는 양호선생님(school nurse)의 서명 
없이 학교건물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학생이 아플경우, 교실 담당 교사에게 패스를 받고 
양호실(Health Room)에 가야 합니다. 양호실은 Gym 건너편에 있습니다. 양호교사가 
학생이 아파서 집에 가야 된다고 판단할 경우, 학부모께 연락이 가고 학생을 데리러 와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집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비상시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변경을 
학교에 즉시 알려서 학교가 항상 갱신된 정보를 가지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결석으로 인해 과목을 낙제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각 반 교사는 매 수업마다 출결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매일 매 수업에 
출석하므로 자신의 성숙함과 책임감 그리고 헌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결석에 따라 못들은 수업 또는 과제물에 대해 담당 교사에게 학생이 문의해야 합니다. 
교사는 결석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결석한 날의 과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사의 
권리)  결석한 날의 시험도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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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인정되지 않는 결석이 5 일 이상일 경우, 낙제 점수를 줄 권리가 있습니다. 
무단결석을 3 번 한 학생은 낙제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되며 카운슬러와 학교 행정(교장 
또는 교감)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카운슬러는 학생과 학부모/후견인과 상담을 하여 
무단결석의 사유를 확인한 후 적절한 중재여부를 결정합니다. 
 
5 회의 무단결석을 한 학생 중 결석 기록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출결석 중재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결석기록에 대한 항소/호소(apeal)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5 회의 무단결석을 한 학생이 결석기록에 대한 항소/호소(apeal)를 출결석 기록에 대한 
항소를 끝내지 않거나 중재 계획에 참여하면서도 계속 무단결석을 하게 될 경우, 학생은 
낙제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오디오기기 
 
휴대전화와 음악용 기기(iPods, MP3 등)은 수업시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업시간에는 
모든 기기의 전원을 끄고 가방 등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기기의 사용은 점심시간에만 
허락됩니다. 교사는 기기를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했을 경우, 부모가 학교에 가지러 와야 
합니다. 
 

현명한 친구 선택 
 
Richard Montgomery High School에는 2,2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또한 어떤 학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학생은 여러분 
생각에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함께 하자고 할 수 있으며 어떤 학생은 여러분 생각에 
아니거나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롭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자신과 친구들이 모두 학교생활에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그런 친구를 
사귑시다.  

 

존중하기 
  
학생은 항상 교사와 교우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손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학생에게 학교는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불링(왕따/약자 괴롭히기)"은  
Richard Montgomery High School 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불링은 
누군가에게 계속 압력을 가하거나 굴욕감을 주거나 협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링은 언어, 
신체, 사회, 정서, 관계 성적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불링은 휴대전화 문자 등의 
전자기기와 인터넷을 통해서 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른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만약 학생이 불링을 당할 경우, Richard Montgomery 어른에게 꼭 그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학교에 무기/흉기를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장난감 칼도 무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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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계획 

 
 
10 학년 말에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카운슬러나 진학 및 진로 담당자(College and Career Information Coordinator )가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학생은 11학년 가을 전까지 카운슬링 사무실 옆의 진학 및 진로 안내 
센터(College and Career Information Center-CCIC)를 꼭 방문해야 합니다. 진학 및 진로 
담당자(Coordinator)는 미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보와 대학 선택, 대학지원과정, SAT, 
ACT, TOEFL 등의 대학입학시험에 관한 정보 그리고 장학금을 찾는 방법에 대한 좋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비상시 휴교 

 
 
Richard Montgomery High School은 오전 7시 25분에 시작하여 2시 10분에 끝납니다.  
 그러나 궂은 날씨 또는 비상시 학교가 늦게 시작하거나 하교시간이 빨라질 수 있으며 
학교를 휴교할 수도 있습니다. 
 

 휴교 시 모든 방과후 및 저녁 활동은 취소 또는 연기됩니다. 
 '지연 등교'란 학교가 정상 운영시간보다 2 시간 늦게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쿨버스는 원래 버스 스케줄보다 2시간이 늦은 스케줄 대로 운영됩니다. 

 '조기 하교'란 학교가 예정된 하교 시간보다 2시간 반 일찍 하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전 스쿨버스 스케줄은 같습니다만 오후 하교 스케줄은 2시간 30분 빨라집니다.  

 
궂은 날씨로 학교가 휴교할 것 같을 경우, 지역 TV 및 라디오를 확인하거나  
301-279-3673로 전화 또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 

 
자세한 안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불어, 베트남어 번역판이 웹사이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schools/rmhs 
 www.montgomeryschoolsmd.org 
 http://www.montgomerycountymd.gov/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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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요건 확인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