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락 매그넷 고등학교 – 질의응답 

*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선, 웹사이트 www.gusd.net/clarkhs  을 방문하거나 교육구 학생 지원 서비스부 (818) 241-3111 

내선. 1236 으로 연락한다.   

 

 

1. 클락 매그넷 고등학교 (CMHS) 등교 요건은 무엇인가? 

- 학생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학군내에 거주해야만 하며,  지난 3 학기 동안 중학교 핵심과목 (영어, 수학, 과학 및 

사회과학)에서 평점 2.0 (“C”) 이상을 받아야 하고, 통합 수학 I 에 준비되어 있으며 만족스런 출석, 시민의식과 

품행을 갖추어야 한다.    

2. 사립학교 학생들도 클락을 신청할 수 있는가? 

- 상기에 열거된 요건을 갖춘 모든 학생들의 신청을 환영한다.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표준 테스트 결과를 

제공해야만 된다. GUSD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GUSD 학군내에 사는 신청자는 주거지 증명을 해야만 된다. 교육구 

사이의 전학 허가로 다니는 어떠한 학생도 클락 입학을 신청할 수 없다.    

3.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CMHS 는 어려운가? 힘들어 하는 학생에게 어떠한 도움이 가용한가? 

- 클락은 어렵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대학 및 경력 준비를 위해 고안된 엄격한 학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까닭에 

학생들은 자신의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학생들은 매일 보강시간 동안 교사나 동료들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심리학자, 카운슬러 및 중재 

코스를 포함하여 다수의 지원이 가능하다. 우리는 학생들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토대와 도움을 제공하는 팀으로서 

노력한다.     

4. 클락에도 AP 클래스가 있는가? 

- 클락에는 17 학과목의 AP 클래스가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www.gusd.net/clarkhs 을 방문하시오.  

5. 팀 스포츠 참여를 원하는 학생도 클락에 다닐 수 있는가? 

- 그렇다! 모든 클락 학생들은 자신의 홈스쿨 (주거지 학교)에서 팀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다. 오후 1:30 에 시작하는 

7 교시 운동 시간을 위해 스포츠 버스가 학생들을 매일 자신의 홈스쿨로 데려갈 것이다 (아래 스케줄 참조).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수업 종료 시간에 각 홈스쿨에서 픽업할 책임이 있다.      

6. CMHS 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통편의가 제공되는가? 

- 홈스쿨이 후버나 글렌데일 고등학교인 학생들에게는 클락으로의 왕복 버스가 가용하다.  

7. 학생이 클락에 다니는 동안 글렌데일 커뮤니티 칼리지 (GCC)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가? 

- CMHS 는 11 및 12 학년생들을 위해 점프 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GCC 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은 학생이 

학기당 하나의 대학 클래스 수강을 허용한다. 또한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 학점과 대학 학점을 동시에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이중 등록 클래스를 10-12 학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8.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도 클락에 다닐 수 있는가? 

- 그렇다!  상기에 열거된 요건들을 충족하는 한 모든 학생들의 신청을 환영한다. 우리들은 학생들의 학업 및 개인의 

성공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팀으로서 노력한다.    

9. 클락에는 복장 규정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 그렇다!  우리는 학생들이 학교 방침에서 요약된 복장 규정들을 준수할 것이 기대되며, 자세한 정보는 

www.gusd.net/clarkhs 을 방문하시오.  

10. 학생이 ELD 프로그램에 있는 경우, 클락 매그넷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가? 

- 그렇다! 클락에서는 다음의 클래스들을 포함하여 영어/문학 클래스를 제공한다: ELD, 일반 영어, 아너 영어, AP 

영어, 창조적인 작문 및 시.  

11. 블록 스케줄이란 무엇인가? 

- 홀수 날 – 1, 3, 5, 7 교시 ------ 짝수 날 – 2, 4, 6, 7 교시. 7 교시는 

매일 있는 유일한 클래스이다.   

12. 보강 수업이란 무엇인가? 

- 매 학사일의 마지막 시간에 학생들은 숙제를 하고 교사의 도움을 구하며 

클럽에 참여하거나 동료들과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35 분의 보강 시간이 

있다.   

13. 신청하는 방법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 신청서는 1 월 12 일 - 31 일 동안 온라인 gusdmagnetandflag.com 에 있다. 교육구 학생 지원 서비스부 (Student 

Support Services)에서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다.   

- 2019년 3월 8일, 교육구에서 공정한 추첨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을 선정할 것이며, 학부모와 후견인은 바로 통보받을 

것이다. 학생/학부모는 2019 년 3 월 15 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만 된다. 이 수용에 대한 교육구 제안은 8 학년 

2 학기 성적표에 대한 검토에 달려 있다.    

- 입학이 허가된 학생들은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어진다. 학생 및 가족들은 구체적인 이러한 일정에 대해 

통보받을 것이다. 일단 등록을 마친 학생들은 클락에서 전 학사년을 이수할 것이 기대된다.  

학교 도착 

블록 1 --- 8:00 – 9:30 

스낵 

블록 2 --- 9:50 – 11:20 

점심 

블록 3 --- 11:55 – 1:25 

7 교시 --- 1:30 – 2:20 

보강 수업 --- 2;25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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