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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ICS

campuses
48

APPLY NOW!  
Harmony Public Schools is a high performing 
K-12 college-preparatory charter school network 
focusing o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STEM).

It is the policy of HPS not to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race, religion, color, 
national origin, gender, or disability in its programs, services, or activities 
as required by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as amended;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and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as amended. 

For inquiries regarding non-discrimination policies, please contact Section 
504/ADA Coordinator at (713) 343-3333 located at 9321 W. Sam Houston 
Pkwy S. Houston, TX 77099.

• Ranked among top high schools in the Washington 
Post and U.S. News & World Report

• All schools met or exceeded state academic  
standards for the 2015-2016 school year

• Two districts earned the post-secondary distinction 
from the Texas Education Agency for the 2015-2016 
school year

• Six campuses earned all seven available distinction 
designations from the TEA in 2015-2016 

Each of our 48 campuses offers high-quality instruction 
to students in its area. Check with a campus near you for 
more details on applying for enrollment. 

• Find campuses near you by going to 
 www.harmonytx.org/Schools.aspx

• Submit a complete application form online or in  
person in order to be considered for admission.

• A lottery is conducted when the number of applicants 
exceeds a school’s maximum enrollment and a  
waiting list develops.

HIGH-QUALITY
EDUCATION

enrollment period for
THE 2017-18 school year

Nov. 1 - Feb.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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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교육 지금 신청하세요!
저희 48개 캠퍼스에서는 해당 지역의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있습니다. 등록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캠퍼스에 문의하십시오.  

하모니 공립고등학교는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과학,

기술,엔지니어링 및 수학을 집중하여 대학준비 챠터스쿨
네트워크입니다. (STEM).

48

 캠퍼스

로봇 공학

• 워싱턴 포스트와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최우수

고등학교로 평가되었습니다.

• 2015-2016 학년도 전 학교 모두 주 학력평가 기준에
준하거나능가했습니다.

• 두개의 지역에서는 2015-2016학년도텍사스교육위원회로부터
중등교육이후의과정에탁월성을인정받았습니다.

• 6개의캠퍼스는 2015-2016학년도텍사스교육위원회로부터총
7개의부분에탁월성을인정받았습니다.

2017-18학년도 등록기간 

11월1일-2월10

• www.harmonytx.org/Schools.aspx
에서가까운캠퍼스를찾으세요.

• 입학을 희망하시면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온라인 혹은

직접 방문 접수하십시오

• 신청자 수가 학교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하며 대기자 명단이

발생합니다

facebook.com/harmonytexas

twitter.com/harmonyedu 

instagram/harmonypublicschools

수정된 바 1964년 수정된 인권 보호법 제 6호에 명시된 대로 인종, 종교, 피부색, 국적,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 등에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1972년교육개혁법제9호, 1973년수정된재활법제

504항.

    무차별정책에관한문의는Section 504/ADACoordinatorat (713)343-3333

        located at 9321 W. Sam Houston Pkwy S. Houston, TX 77099. 로 연락하십시오.

.
           온라인으로 신청하십시오!             www.harmonyt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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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학습 
 

하모니 공립학교는 거주지역 혹은 주변 학군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등록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100%  
대학 입학 허가  

 
 
 
 
 
 
 
 
 
 
 
 
 

하모니 공립학교는 높은 학업성취도를 
유지함으로써학생들이미래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매진합니다. 

 
 
 
 
 
 
 
 
 
 
 
 
 
 
 
 
 
 
 
 
 
 
 
 
 

우리의 비전과 사명 
하모니의 비전은 학생들을 교실에서 세상에 
나가 생산적이고 책임감있는 시민으로 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하모니 과학 아카데미는풍부한 
학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우리 
자녀들이 성장, 성숙해지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Tim and Kathy , 
하모니 학부모 

 
 
 
 

STEM 집중 교육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은 하모니에서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하는 교육방식은 학생들이 
프로젝트 디자인, 건설, 실험을 통하여 세상의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합니다.

 

• 높은 기준: 모든 학생들이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시민으로 성장한다. 

 

• 헌신적인 교직원: 모든 교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학생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상호협력: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강한 
성공집단을 만들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 좋은 인성: W 학생들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으며 존경심이 있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이끈다. 

 
• 모두를 위한 STEM : 모든 학생들이 STEM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가지고 졸업하여 현실 
세상에 접목한다. 

 
 

하모니는안전, 배려, 협력의 분위기를 연출함으로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우리 교육과정은 특히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을 
위시한 학생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높은 품질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누고 빛을 발함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STEM 의 
사회적 상황에 함께 동참하여 발표, 
전시, 경쟁에 참가합니다. 

 
 
 
 
 
 
 
 
                         
 
 
                         팀워크 와 경쟁 

학생들은 로봇공학이나 수학팀에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과학 

박람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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