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910 Clarksville Pike ∙ Ellicott City, MD 21042 ∙ 410-313-6600 ∙ www.hcpss.org 
Rising 6th Middle School scheduling letter 12.01.2022 (all schools) (Korean: KPC 11/22) 

 
 
 
 
5학년 학생 부모님/가디언께:  

 

중학교로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 편지는 여러분과 자녀들이 6학년 순수 예술 

과목을 선정하는 과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6학년으로의 확실한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자녀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자녀의 강점과 관심에 기초한 선택을 하시도

록 권장합니다. 이 과목들에 대한 등록은 2023년 2월 2일 - 2023년 2월 17일 동안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중학교 순수 예술 교과 옵션 

학생들은 매년 순수 예술 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시간표 상 으로 허락된다면 한 분기

에 제공되는 과목의 경우 하나 이상의 예술 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미술(Art):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주어진 시각적 미술 문제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정제하는 목표를 갖고 자신의 상상과 기억을 전달하기 위해 계속해서 관찰력을 개발하

게 됩니다. 도전적이고 참여하는 열린 결말 과제를 내놓는 것은 물론, 제시된 문제들은 

다양한 스튜디오 관행과 미디어를 포함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비평적 분석과 시각  

이미지 제작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만의 경험과 아이디어 그리고 또래들 및 가족과의  

관계, 또한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 등을 반영하는 개인적인 발견들을 이룰 것입니다.  이 

6학년 수업은 한 쿼터 동안 제공됩니다. 

 

일반 음악(General Music): 이 과목은 기타, 키보드, 드럼 등 다양한 악기와 음악  

테크놀로지를 통해 학생들이 기본적인 음악 연주를 접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전통적 표기법을 이용하여 음악을 읽고 쓰는 방법을 배우고 다양한 음악  

장르에 대한 지식을 넓히게 됩니다. 교실에 있는 모든 악기를 연주해 보고 간단한 작곡 

및 즉흥 연주도 해봅니다. 이 6학년 수업은 한 쿼터 동안 제공됩니다.  

 

음악 연주 앙상블(Music Performance Ensemble): 앙상블 옵션으로 밴드, 관현악, 또

는 코러스 등이 있습니다. 교과과정은 개별 음악인으로 그리고 앙상블 상황에서의 음악

적 자세와 창의적 사고, 비평적 스킬을 개발하기 위해 개별 악기 및 보컬 테크닉에 중점

을 둡니다. 밴드나 관현악에 등록된 학생들은 수업 요건의 일부인 번갈아 하는 섹션별 

연습과 방과 후 연주에 참여해야 합니다. 각각의 앙상블 과목들은 연간 과정입니다. 

 

연극(Theatre Arts):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연기 테크닉과 전략에 대한 이해를 개발하

게 됩니다. 학생들은 자신감이 주입되고 또래들과의 소통 및 협력을 고취하도록 고안된 

도전적이며 개입하게 되는 열린 결말의 과제를 제시 받을 것입니다. 연극의 장르와 기교

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만의 경험과 아이디어, 또래 및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세계 속의 

자신의 위치를 반영하는 개인적인 발견들을 이룰 것입니다. 이 6학년 수업은 한 분기 

동안 제공됩니다. 

KOREAN 

http://www.hcpss.org/


중학교 순수 예술 과목 등록 

교직원들은 가능한 최대한으로 학생들의 최우선 선택에 맞춘 시간표를 짜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과목 선택 과정에서, 하나의 과목 선택 (예를 들어 학생의  

최우선 선택), 그리고 우선 순위대로 두 개의 대체 과목(alternate course) 선택을  

부모님들이 선정하시게 됩니다. 대체 과목은 시간표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고/혹은  

순수 예술 과목의 수강이 하나 더 가능할 경우를 위해서 입니다. 중재 수업

(intervention)이 편성되는 학생은 참여할 수 있는 옵션이 적어질 것입니다.  또한, 과목 

선정 기간 중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과목은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목 등록을 위해 부모님들은 HCPSS Connect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등록에 대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보시거나

https://www.hcpss.org/connect/guides/를 참조하셔도 되는데 이 페이지에는 단계적

인 영상 안내가 실려 있습니다.  

 

Online Course Requests – Rising 6th to 8th Grade Students(온라인 과목 신청 - 6

학년부터 8학년으로의 진급생)  

 

GT 연구 (GT Research) 

이 과목은GT 배정 위원회의 추천에 근거하여 GT 영어와 GT 수학에 참여하는 6학년 

학생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GT 리소스 교사가 가르치는 이 과목은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학습 영역에서 교과 과정에 모형화 되어 있는 연구 기술을 원형의 조사에 적용하

면서 새로운 지식 제작자가 되는 교과 틀을 제공해 줍니다. 참석하는 학생은 진정한  

청중과 나누기 위한 독창적 결과물을 만들어 연구 조사를 마무리 할 것이 기대됩니다. 

이 6학년 과목은 한 학기 동안 제공됩니다.  

 

GT 연구 수업 등록의 자격이 되는 학생의 가족은 3월 초에 등록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시간표 편성에 대한 문의는 학교 카운슬링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Sincerely,  

 
Jennifer Novak (제니퍼 노박) 

교과, 수업, 평가 디렉터 (Director of Curriculum, Instruction, and Assessment ) 

하워드 카운티 공립 학교  
jennifer_novak@hcpss.org  
  

https://www.hcpss.org/f/connect/hcpss-connect-online-course-requests-6th-8th.pdf
mailto:jennifer_novak@hcpss.org


자세한 중학교 시간표 

 

● 중학교 시간표는 7시간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학생은 영어와 수학, 과학, 그리고 

사회 과목에 대하여 메릴랜드 대학 및 직업 준비 완료 기준에 맞추어 매일 수업을 

받습니다. 

● 메릴랜드의 법규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 

o 모든 학생은 보건과 체육 그리고 순수 예술 과목을 매년 수강해야 합니다.  

o 학생들은 중학교 때 한 번은 다음 관련 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 테크놀로지 (6학년) 

● 재정 지식 (7학년) 

●  직업 (8학년)  

● 한 눈에 보는 6학년 수업 시간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6학년 시간표 

과목 1  영어 언어 

과목2  수학 

과목3 과학 

과목4 사회  

과목5 체육/ 보건 / 테크놀로지  

과목6 & 과목7 순수 예술(최소한 한 개의 순수 예술 

수업을 수강해야 함) 
- 미술 (분기) 

- 밴드 (연간) 

- 코러스 (연간) 

- 일반 음악 (분기)  

- 관현악 (연간) 

- 연극 (분기) 

 

기타 분기/학기제 수업 

- 디지털 시민권  

- 21세기 학습 

- 두뇌 강화 

- 독자 & 작가 워크숍 개론 

- 가족 및 소비자 과학(FACS) 

- GT 연구조사(교사 추천 필수) 

- 읽기 세미나 

- 수학 세미나 

- 영어 언어 개발 

 
 
어느 과목에 대해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음 연락처로 언제든 문의하십시오:   

 

• 이솔 프로그램실  410.313.6640 / 직접 이메일 tamisha_sampson@hcpss.org  

• 순수 예술실-시각 미술, 연극, 댄스 410.313.6634 / 직접 이메일 gino_molfino@hcpss.org  

• 순수 예술실- 음악  410.313.6626 / 직접 이메일 terry_eberhardt@hcpss.org 

• 직업 및 테크놀로지 교육실 410.313.6769 / 직접 이메일 daniel_rosewag@hcpss.org  

mailto:tamisha_sampson@hcp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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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교육실  410.313.6670 / 직접 이메일 debbie_blum@hcpss.org  

• 보건 및 체육실 410.313.7150 / 직접 이메일 eric_bishop@hcpss.org   

• 중고등 언어실 410.313.6623 / 직접 이메일 nancy_czarnecki@hcpss.org  

• 중고등 수학실410.313.6635 / 직접 이메일 jon_wray@hcpss.org  

• 중고등 과학실  410.313.6616 직접 이메일 nate_hall@hcpss.org  

• 중고등 사회실 410.313.6632 / 직접 이메일 christina_bos@hcp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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