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화 학습(Advanced Academics) FAQ 

 

심화 학습이란? 

 

심화 학습(Advanced Academics)이란 볼티모어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상급 및 높은 잠재력을 가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차별화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아우르는 포괄적 용어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은 우리 학생들의 학습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준 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풍부하게 하며, 가속화하도록 특별히 고안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K-5학년 영재 학생들은 영어 속독 그룹(Accelerated Reading Group)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읽기 그룹에서는 학생에게 학년 수준 이상의 텍스트 및 기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학의 경우, K-3학년은 보충학습 과제 및 단계적 과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학생들에게 수학 기준과 관련된 복잡한 과제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학습이 확대되고 

풍부해지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4학년 수학의 경우, 지도를 4학년 심화 수학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4학년 심화 수학에는 

4학년 전체와 5학년의 대학 및 경력 대비(College and Career-ready, CCR) 수학 기준의 대략 

절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학년의 경우, 5학년 심화 수학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4학년 심화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5학년 CCR 수학 기준의 나머지와 6학년 CCR 수학 기준 전체가 포함됩니다.  

 

중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중학교의 경우, 학생은 영어, 수학, 사회 및 과학에 대한 영재 및 인재 과정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은 영재 및 인재, 심화 배치 또는 이중 등록 과정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세계어 및 미술 등의 다양한 과목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학생의 

학교와 연락하여 어떠한 과정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도 한 과목에 대한 심화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과목이든 상관없이 단일 심화 과정을 선택하거나 심화 과정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T 과학을 선택하기 위해 GT 수학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심화 과정으로 이동함에 따라, 순서에 따라 일부 선이수 과정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정 요건에 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자녀의 학교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해 학생을 식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식별 과정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 지속적인 식별 과정은 

표준화된 시험 점수, 사전 평가, 교과과정 평가, 학생 학업 및 학습자 특징을 포함하여 학교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3학년과 5학년 때는 이 지속적인 식별 

과정에 추가하여, 보편적인 선별검사가 수행됩니다. 보편적 선별검사에는 모든 학생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데이터에는 표준화된 시험 점수, 교과과정 학업 및 

평가, 성적표 점수 및 학습자 특징이 포함됩니다. 이 선별검사의 결과에 따라 4학년과 6학년 때 

심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처음 참가하도록 학생에게 권장합니다. 추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거나 학생이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러한 최초 권장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미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대상으로 고려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까? 

 

학교 행정팀에 서면으로 연락하여 어느 학년이든 자녀를 심화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대상으로 

고려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공식 요청하면,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토 및 추천 팀이 해당 데이터를 검토하여 추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심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심화 학습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출처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행정팀입니다. 또한, 심화 학습 사무소에서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음 

웹사이트를 운영합니다: 

 

https://tinyurl.com/bcps-gt 

 

https://tinyurl.com/bcps-advac
https://tinyurl.com/bcps-adva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