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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체리크릭 학군 학생과 학부모께, 

미래에 대한 지침은 여기에 있습니다. 

중등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018-19 체리크릭 학군 대학 진학과 직업 계획 가이드를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고유한 미래를 가진 모든 학생을 연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자료입니다. 

이 포괄적인 안내서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이상의 흥미 진진한 가능성을 통해 학업 경로 계획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모든 학생들의 우수성에 대한 개별 경로에 관한 것입니다. 2 년제 또는 4 년제 대학 진학, 

견습, 군대에서의 직무 또는 입사 여부에 관계없이 학업 및 전문직의 모든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도구 및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우리의 다양하고 도전적인 학업 프로그램, 학교 및 시설을 조명합니다. 학교위원회와 

주정부가 규정 한 요구 사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안내서에서 Cherry Creek Innovation Campus 

(CCIC)와 같은 흥미 진진한 혁신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설은 2019 년 가을에 개장하며 CCSD 

고등학생과 흥미 진진한 전문 교육 및 기회를 연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도 카운슬러와 

고문이 고안한 일정과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유용한 도구는 대학 지원서, 장학금, 직업 및 기술 훈련, 

재정 지원 및 다른 주제가 가능한 한 간소화 되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자료는 여러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여러분이 학군내의 시간을 통해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체리크릭 학교 

학군에서는 학생들 한명 올바른 미래를 위한 최선의 길을 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자합니다. 여러분의 교사, 카운슬러  및 학교 공동체가 이 여행을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스캇 시그프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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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크릭 학교 학군 교육 위원회  

왼-오: 케렌 피셔, 데이브 윌맨, 켈리 베이츠, 에릭 페리쉬, 제니스 맥도널드 

 
우리의 비전 
우수성에 전념 

 

우리의 미션 
모든 학생들이 생각하고, 배우고, 성취하고, 관심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 

 

우리의 가치관 

` 무엇보다 학생들의 필요와 복지를 우선으로 합니다.   

` 학습을위한 안전하고 배려가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각 학생의 성장과 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있습니다. 

` 학생들 및 가족들과 의미있는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 우리가 봉사하는 학생과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사회 구성원을 교육 과정의 파트너로 참여시킵니다. 

` 참여 및 권한 부여를 촉진합니다. 

` 지역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지식이 풍부하며, 학생들을 깊이 생각하는 우수한 인재를 

고용합니다. 

` 학생과 학부모에게 강력한 서비스 지향을 보여줍니다.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독창성과 혁신을 장려합니다. 

` 지속적으로 조직을 개선합니다. 

` 평생 학습, 업적 및 타인에 대한 봉사에 대한 열망을 키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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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크릭 학군 대학 

진학 및 직업 계획 

안내서 

체리 크리크 학군은 모든 

학생의 대학 진학 및 직업 

준비에 전념합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계획을 

세우면서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하고 열정을 찾고 

상상력을 불어 넣을 수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 계획서는 중 학교에서 

고등 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고 미래의 

중요한 단계를 계획하는데 

도움이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시간을내어 가족으로서 

이야기하고이 소책자에 

포함된 도구를 대화의 

기초로 삼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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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학업 프로그램  
 

체리 크릭 학군은 성공을위한 여러 대학 및 직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여러 학문 프로그램은 다양한 과목 

및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학점을 취득 할 수있는 기회와  

전통적인 고등과정 교육외 그 이후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을 제공합니다.  각 프로그램은 학생 개개인의 학문적 

흥미 및 독특한 필요에 따라 각 학생이 정의하고 

접근합니다. 

학생들은 여러 해에 걸쳐 길을 추구하고 졸업생은 2 년 

또는 4 년제 대학, 자격증, 견습, 군 복무 또는 공식 직업 

훈련의 전과정 옵션을 준비합니다.  이 대학 및 직업 

아카데믹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둘 중 하나만을위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준비합니다.

 

  프로그램       설명 
 

 
 

 

AVID 개인 결정을 통한 개발은 엄격한 대학 준비 프로그램 입니다.  

AVID 는 비판적 사고, 대학 및 직업, 문맹 퇴치 및 수학과 같은 분야에서 

학생의 성공을 지원하는 연구 기반 커리큘럼 및 전략을 사용합니다. 

 

 

Advanced Placement (AP) 고급 배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대학 

수준의 고급 과정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코스 외에도 

학생들은 코스 종료 시험을 보게됩니다.  대학교는 대학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 점수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국제 학력 프로그램은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번창하는 

학생들의 탁월하고 폭 넓은 지식을 가진 학생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6 개의 핵심 내용 과정 영역과 지식 이론 

과정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 할 수 

있도록하여 다른 사람들 보다 글로벌하게 소통 할 수 있도록 준비 

시킵니다. 
 

 
 

 

CareerWise Colorado는 체리크릭 학군과 협력하여 11학년 및 

12학년 학생들이 견습 과정을 통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조정합니다.  스위스 견습생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비즈니스 유형 모델인 이 선도적인 계획은 실제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생들을 준비시킵니다.  
 

 

Concurrent Enrollment (CE) 콜로라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 

과 협력하여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커뮤니티 칼리지 

학점을 얻는 대학 수준의 코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C 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학점이 모든 콜로라도 주 공립 4 년제 대학으로 전송 

되는 것을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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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설명 
 

 

ASCENT 동시 등록을 통한 학생 가속화를 의미합니다.  ASCENT는 

고등학교 5 학년으로, 학생들은 마지막 해에 대학 진학을하게됩니다.  

ASCENT에 관심이있는 학생들은 카운슬러를 통해 신청해야하며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ASCENT의 재정지원은 연간 주 

예산 할당에 따라 다릅니다. 

 

 

Online Learning 학군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학습 할 수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표준 기반이며 상호 작용합니다. 온라인 학습은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직업 기술 교육은 학생들이 

업계에서 인정하는 인증서 및 / 또는 동시 등록 학점을 취득 할 수있는 

통로 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이 책자의 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NDEAVOR 
ACADEMY 

Endeavor Academy는 독립 고등학교일 뿐만 아니라 학군 전역의 

학생들에게 야간 학교 과정을 통해 학점을 되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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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기술 교육 과정  
 

직업 기술 교육 (CTE) 에서는 배우는 내용을 시연하고 

동시 등록 학점이나 업계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는 과정과 경로를 열어줍니다.   

 CTE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운슬러 및 /또는 

www.cherrycreekschools.org/CTE.을 방문하십시오.

 

  다른 지역에서 제공되는 CTE 과정 

학생들은 자신의 교통편을 제공해야합니다. 

 

학군내의 CTE 과정 
    

 

체리크릭 고등학교 CTE 과정 

 의료 직업  
    

체로키 트레일 고등학교 CTE 과정 

 형사 행정학 (CE) 
    

이글크래스트 고등학교 CTE 과정 

 직업 탐구 
    

그랜드뷰 고등학교 CTE 과정 

 항공   ● 형사 행정학(CE)   

 항공 기술 ● 프로스타 1 & 2 (CE) 

오블랜드 고등학교 CTE 과정 

 항공 

항공 기술 

형사 행정학(CE) 

 의료직업 

건강 과학의 원칙 (CE) 고급 

건강 과학 (CE) 

 
● 공인 간호 조무사 

● 자동차 기술 

● 교사 후보생 (CE) 

  

  

스모키 힐 고등학교 CTE 과정 

 자동차 기술 (CE)  ● 의료 직업 (CE)  진로 건축  1 & 2 

 직업 탐구 ● 프로스타 1 & 2 (CE)   

직업 및 기술 교육  

 형사 행정학 (CE) 
 

● 디지털 사진 
  

  상업 사진 (CE) ● 이제큐티브 인턴십  

 

학군 CTE 과정 
    

 

AMES MSU PICKENS 

■ 건강 과학 (CE) 

■ 패션 

■ 유아교육 

■ 항공기본(CE) ■ 자동차 충돌 복구 기술 (CE) ■  모바일 앱 (CE) ■ 파워 스포츠 (CE) 

■ 컴푸터 수리 (CE) ■  정밀 가공 (CE) ■ 용접 (CE) 

■ 디젤 (CE) ■ 부동산 관리 (CE) 

■ 일반전자 (CE) 

 

 

http://www.cherrycreekschools.org/C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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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크릭 혁신 캠퍼스(CCIC)                      
 

체리크릭 혁신 캠퍼스는 체리크릭 학군의 

고등학생들이 이용할 수있는 독립형 대학 및 직업 준비 

시설이 될 것입니다.  컴퓨터 과학에서부터 항공 과학, 

건강 과학에 이르기까지 실제 기술과 무역 자격증에 

뿌리를 두고있는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에게 대학에 

대한 새로운 종류의 다리이자 실용적이고 성공적인 

직업을 제공 할 것입니다.  직업 기술 교육 (CTE)의 아래, 

CCIC는 21 세기의 학문적이고 및 직업적인 수요를 위한 

학생 준비에 지역의 투입을 확장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경험은 산업 기반의 문화와 기후에 학습자를 두는 

것에 중점을 둔 최첨단 작업 환경을 모방합니다.  

고등학교는 계속해서 다양한 CTE 프로그램을 개최 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설은 현재의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것이며, 또한 학생들에게 보다 진보되고 정교한 교육 

기회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CCIC 제공되는 진로: 

1. 고급 제조  제작, 설계, 솔리드워크, 메카트로닉스 

2. 사업 서비스 기업가 정신,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직장 소프트 스킬 / 전문 기술, 마케팅 

3. 요리기술/ 서비스업 요리, 식당 운영, 영양, 

프로스타트(ProStart), 호텔 / 리조트 관리, 이벤트 

기획 

4. 보건 및 건강 약사보조, 공인 간호보조 (CNA), 

물리 치료, 직업 치료, 행동 과학 보조, 스포츠 의학   

5. 인프라 에지니어링 (건물직업) 건축 관리, 배관, 전기, 

온/냉방 (HVAC), 기둥작업, 벽작업, 바닥작업, 

지붕작업 

6. IT정보기술/STEAM스팀 사이버 보안, 정보 기술, 

디자인 랩, 가상 현실, 로보틱스, 인공 지능, 빅 데이터 

7. 교통 (자동차 / 항공)   

자동차 경비, 경트럭, 에어 프레임 & 파워 플랜트, 

그라운 스쿨, 드론 테크놀로지 

학생에게 위의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제공됩니까?  

학생들은 카운슬러 및 CTE 교사와 협력하여 

신청 과정을 통해 CCIC의 코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현재의 직업 동향과 어떻게 일치합니까? 

CCIC에서 제공되는 모든 강좌는 콜로라도 경제 개발 

및 국제 무역 사무국과 콜로라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 

(Colorado Community College System)이 수행 한 

연구에서 설명한대로 대학 및 직업 취업 기회의 시작 경로 

역할을합니다.  CCIC의 모든 경로는 수요가 많은 분야의 

일자리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졸업 요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CCIC는 고등학교 졸업장을받는 학생을 위한 또 하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각 경로의 선택 학점과 

함께 수학, 과학 및 영어 학점을 받을 수있는 잠재력을 

갖게됩니다.  과정에 따라 학생들은 CCIC에서 수업을 듣는 

동안 업계 인증 및 동시 등록 학점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Mark Morgan, Principal 
720.554.4561 office 
dmorgan18@cherrycreekschools.org 

Jay Moore, CTE Coordinator 
720.554.4995 office 
jmoore@cherrycreekschools.org 

Cindy Johnson, Office Manager 
720.554.4559 office 
cjohnson160@cherrycreekschools.
org 

mailto:%20dmorgan18@cherrycreekschools.org
mailto:%20dmorgan18@cherrycreekschools.org
mailto:jmoore@cherrycreekschools.org
mailto:jmoore@cherrycreekschools.org
mailto:%20cjohnson160@cherrycreekschools.org
mailto:%20cjohnson160@cherrycreekschools.org
mailto:%20cjohnson160@cherrycreekschool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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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과  중학        
 

중학교는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중요한시기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한 후에 어떤 경로를 택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중학교에서 개발되는 학업 성취도, 사회 기술, 

직업 습관 및 문제 해결 능력은 미래의 성공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합니다.   

계획 

중학교 Naviance의 개인 직업 및 학업 계획 

(ICAP)은 고등학교에서의 성공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 도움이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S.M.A.R.T 목표는 

고등 교육 이후 목표와 일치해야하며 자신의 진도를 

관찰 할 수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직업에 노출은 

고등학교에서 많은과목들에 맞추기 시작할 때 자신의 

관심사와 기술을 더 자세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본인의 관심사를 이해하고 학업 능력을 

가추면 고등학교에서 적절한 수준의 과정을 

선택하는데 도움이됩니다. 

성공적인 중학교 학생 

발달적으로 중학생은 관리기술, 교사와 의사 소통, 

숙제 일정을 유지하는 능력등 긍정적인 학습 습관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학부모, 교사 및 학교 카운슬러의 도움을 

받아 중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 

 
` 개인적인 관심사, 능력 및 강점 파악 

` 직업과 가정과 학교가 지역 사회에서의 
직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서술하는것. 

` 직업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중요하고 
달성 가능한지 설명하는 것. 

`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가 의사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것. 

`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효과적인 
기술을 보여주는 것. 

` 사람들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감사를 표현 하는것. 

`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개별 기술과 

적성을 설명하는것. 

` 다양한 직종에서 필요한 기술을 

설명하는것. 

` 직업을 얻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보여주는 것. 

중학교에서 대학 및 직업 준비를위한 추가 기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학교 아카데미 프로그램 

중학교 학업은 고등학교 및 고등 교육에서의 학생 

성취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보장하면서 초등학교 기초를 

토대로합니다.   기본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각 

중학교에서는 지원신청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1  

교의 중요성  
 

중학교를 위한 기본 수업 프로그램 (정책 

IHA): 
“중등 수준에서 학교는 계속 콘텐츠 표준 교육과 

평가를 제공 할 것입니다.  이 교육은 언어, 수학, 과학, 

사회, 공민학, 지리학, 역사학 및 경제학 수업을 

포함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컨텐츠 표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탐구 / 선택 과목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관심사를 확장 할 수 있습니다. 

각 중학교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이 탐구 / 선택 

과목에는 미술, 음악, 기술 교육, 세계 언어, 체육, 건강, 

소비자 및 가족 연구, 컴퓨터 / 키보드 /비지니스 및 기타 

적절한 중학교 과정을 제공합니다.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준비 할 수 있도록 개입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학생 행동 규범을 지키고 준수하도록 

기대합니다.  또한 8 학년 학생이 9 학년 과정에 등록하기 

전에 콜로라도 교육 고등 교육 입학 지침을 충족하는 

교육구 목록을 학생과 부모/보호자에게 제공합니다 .” 

 

영재 및 재능/고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영재 및 재능)로 확인 된 학생은 학업 

커리큘럼을 지원하는 차별화 된 프로그래밍을 통해 

정서적, 학업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킵니다.  팀 접근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프로그래밍은 요구에 부응하고, 

여러 재능, 도전 과제 및 다양성을 인식합니다.  학군의 

연구 기반 전략은 학업 능력에 부합하는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학교 세계 각국 언어 

중학교에서의 세계 언어 교육은 앞으로 다가올 

장기간의 성공에 결정적입니다.  또한 기능적 유창함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국어 

환경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세계적인 준비 상태를 제공합니다.  중학교에서 세계 

언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구강 유창성과 동기 부여가 

높아집니다.  세계 언어는 선택 과목으로 권장되며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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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도구  

개인 직업 및 학업 계획 (ICAP) 

체리크릭의 모든 중고등 학교 학생들은 졸업 및 그 이상의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ICAP는 6 학년부터 개발되며, 고등 과정의 목표가 선택한 경로와 일치하도록 개별 코스 

계획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학생의 ICAP는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12 

학년까지 학생을 따라갈 것입니다. ICAPS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 관심 조사를 포함한 직업 탐구; 

` 취해진 과목, 평가 결과 (PSAT, SAT, ACT Aspire, Pre-ACT)를 포함한 학업 진척도;   

` 상황별 및 서비스 학습 경험; 

` 대학 지원서 및 이력서 (준비 및 제출); 

` 학생들이 진행하는 고등 과정학업 (예 : 동시 등록 학점 취득). 

나비안스 (Naviance) 학생  

Naviance Student (나비안스 학생)은 대학 및 직업 계획을 위해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웹 

기반 플랫폼입니다. Naviance 학생은 학생의 개인 직업 및 학업 계획 (ICAP)이 생성, 저장 및 모니터링되는 곳입니다. 

학교 메인웹 페이지에서 Naviance Student 링크를 선택하면 Naviance 학생에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Naviance 학생 또는 

ICAP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학교 상담 교사에게 상담하십시오. 

또한 Naviance Student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미래를위한 계획 수립 - 목표 설정, 4 년 계획, 학습 스타일 목록, 이력서 작성 및 직업 및 관심사 목록.  Naviance 

학생은 ICAP가 지정한 과제의 일부로 이수하여 대학 및 커리어 목표를보다 잘 준비 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연구 - GPA 및 표준 시험 점수와 같은 입학 요건을 비교하고, 전공, 학생 활동, 운동 제공 등을 탐구합니다. 

` 여름 심화학습 기회를 연구하십시오. 

 
ICAP 및 Naviance 학생에 관한 추가 정보는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www.cherrycreekschools.org/InclusiveExcellence/Pages/default.aspx 

 

http://www.cherrycreekschools.org/InclusiveExcellence/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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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로 전환  
 

 

고등학교로의 전환은 불확실하고 흥분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동급생, 새로운 교사와 새로운 기대치, 

그리고 폭 넓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조정 기간은 

정상입니다.  고등학교에 적응할 때 도움이 되는 몇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1. 흐름을 배우라.  정리 정돈이 되어있어야 한다.   

사물함 위치 및 비밀 번호, 건물의 배치, 수업일정 및 

사용 가능한 자료를 알아보라.  카운셀링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와 가능한한 개인교습 기회를 찾으라.  

수업 일정과 경과 시간을 숙지하라.   

2. 문제 해결법을 배우라.  학생으로서, 자신은 자신의 

최선의 옹호자이며, 문제 해결 능력을 가추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실습 할 수 있는 훌륭한 

기술이다.  학생으로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의 

필요한 사항임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주변 자원을 

활용하여 최상의 지원을 얻는 방법이다.   도서관이나 

학술 자료 센터와 같은 학교의위치, 또는 교사, 

카운슬러가 자원이 될 수 있다. 

3. 자신의 진도를 관찰하라. 자신의 학업 성취도를 

파악하고 유지하거나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생님이 부모님과 의사 소통하고 있다고 가정하지 

마라.  과제, 성적 및 출석을 추적하기 위해 

PowerSchool에 로그인하여 학업 경험 및 진행 상황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라. 

4. 규칙을 설정하라.   고등학생으로서, 학생은 매우 

바쁠 것이다. 시간 관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학생들은 일정표를 사용하여 편성을 유지한다.  

규칙을 수립하면 학업, 운동 및 사회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5. 클럽이나 스포츠에 가입하여 참여하라.   고등학교의 

심장 박동은 클럽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로  시작된다.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다.  학교 활동 및 스포츠 

사무실에서 기회 목록을 확인하라. 

6. 관계를 구축하라.   카운슬러와 선생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운슬러와 선생님은 

학생을위한 최고의 옹호자가 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학생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협동하기를 원한다. 

7. 질문을 하라.   일이 옳지 않거나 우려 사항이있는 

경우 질문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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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요건  
 

학점 요구 사항 

체리크릭 학군은 대학 및 취업 성공을 위해 준비하는 

엄격한 학업 프로그램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학생의 

중학교 경험은 고등학교에서의 학업 요구에 대비하여 

목표 설정 및 진로 탐구에 학생을 노출 시켰습니다.   

고등학교는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있는 커리큘럼에서 

흥미롭고 도전적인 다양한 코스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최첨단 체리크릭 혁신 캠퍼스는 2019 년에 개최하여 

글로벌 커뮤니티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추가 

경로를 제공 할 것입니다. 

학점 이정표를 통해 졸업 진행 상황을 추적 할 수 

있습니다.   학년 말에 신입생은 최소 6 ~ 7 학점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하며 2 학년은 11 학점과 3 학년은 

17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카운슬러가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코스 완성 과정을 계획하고 추적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Powerschool에 로그인하여 지난 성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체리크릭 학군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은 최소한 22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 및 수학 능력 입증 

필수 22 학점 외에도 2021 년 이후 졸업하는 학생들은 

영어와 수학 모두에서 대학 진학 및 취업 대비를 보여 

주어야합니다.  체리크릭 학군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IKF-E). 
 

 

고등학교 학점 요건 
2019년과 2020년 졸업반 

(체리크릭 학군 교육위원회 IKF) 

 
과목                        필수 학점 

영어 언어 과목 . . . . . . . . . . . . . . . . . . . . ………………………….. 4 

사회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수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과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세계언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미술/실용예술 ............................................................................. 1.5 

체육/건강 ......................................................................................... 2 

선택과목 ....................................................................................... 5.5 

합계 ............................................................................................................. 22 

* 3.0 학점의 사회 과목 내에서 1.0 학점은  일년 동안 수업하는 미국 역사와  .5 학점의 한 학기 시민 / 정부 

학점이어야한다. 

필수 

고등학교학점 

22 학점 

과정을 선택할 때 졸업 

요건을 넘어서 대학 

입학을위한 최소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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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점 요건 
2019년과 2020년 졸업반 

(체리크릭 학군 교육위원회 IKF에 의해 정의) 

 
과목                        필수 학점 

영어 언어 과목 . . . . . . . . . . . . . . . . . . . . ………………………….. 4 

사회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수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과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세계언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미술/실용예술 ............................................................................. 1.5 

체육/건강 ......................................................................................... 2 

선택과목 ....................................................................................... 5.5 

합계 ............................................................................................................. 22 

* 3.0 학점의 사회 과목 내에서 1.0 학점은  일년 동안 수업하는 미국 역사와  .5 학점의 한 학기 시민 / 정부 

학점이어야한다. 
 
 

독해력 및 수학에서의 대학 진학 및 취업 준비 
2021 학년 졸업반 및 그 이후의 졸업반  

(체리크릭 학군 교육위원회 IKF에 의해 정의) 

 

2021년 졸업반부터 22 학점을 이수하고 모든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얻기 위해 영어와 수학에서 대학 

진학 및 취업 준비를 가추어야합니다.  체리크릭 학군은 

학생들이 그들의 학습과 준비를 증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가족, 카운슬러 및 교사들과 함께 이 옵션들을 

토론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권장됩니다. 

필수 

고등학교학점 

22 학점 

과정을 선택할 때 졸업 

요건을 넘어서 대학 

입학을위한 최소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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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을 위한 학생 계획 
 

ICAP/취업진로: 관심 분야 / 기술:     

           고등학교 졸업 계획 

  
영어 

 
수학 

 
        과학 

   사회학  
선택과목 

6 
     

7 
     

8 
     

                           ICAP와 일치되는 내가 참여한 관련된 경험들 

1 
        

2 
        

3 
        

4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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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과 2020 년 졸업반을 위한 학생 계획 
 

ICAP/취업진로: 대학 : 학위 / 프로그램 : 

          고등학교 졸업 계획 

  
영어 

 
수학 

 
과학 

사회학  
예술 

 
  보건교육 

체육  
선택과목 

9 
        

10 
        

11 
        

12 
        

                 고등학교에서 택한 동시 등록 과목/중등 과정 후의 교육 계획 

13 
        

14 
        

15 
        

16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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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졸업반 및 그 이후의 졸업반을 위한 학생 계획 
 

ICAP/취업진로: 대학 : 학위 / 프로그램 : 

         고등학교 졸업 계획 

  
영어 

 
수학 

 
 과학  

사회학  
예술 

 
  보건교육 

  체육  
선택과목 

9 
        

10 
        

11 
        

12 
        

                     고등학교에서 택한 동시 등록 과목/중등 과정 후의 교육 계획 

13 
        

14 
        

15 
        

16 
        

영어/언어 및 수학 능력 추적이 완료되면 메뉴 옵션을 기재 하십시오 
 

영어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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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문해 능력 인증  

 
 
 
 

 
 복수 문해 능력 인감 (Biliteracy Seal) 은 주 교육부 또는 지역 학군에서 고등학교 졸업식 때 영어 및 한 

개 이상의 다른 언어로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춘 고등학교 졸업생을 인정하는 상입니다.  복수 문해 능력 

달성의 인감은 고등학교 성적 기록의 일부가됩니다.  인감은 학생들의 biliteracy 달성을 증명하는 

역할을하며, 대학 / 취업 및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참여를위한 학생들의 준비를 지원하는 성취 

선언서입니다. 

복수 문해 능력 인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 언어를 자원으로, 언어를 권리로 처리한다. 

` 언어를 자산으로 가치를 둔다 

` 대학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게 한다.   

` 언어 다양성 및 문화 정체성의 가치를 인정한다.  

` 복수 문해 능력 기술의 달성을 인정하고 인증한다. 

` 21세기의 노동 시장과 국제 사회에 도움이되는 기술을 갖추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킨다. 

` 고용주, 대학교, 학자부조금  및 장학금이 2 개 이상의 언어의 학업 능력을 얻으려는 지원자를 인정하는 

방법 제공. 

` 그룹 간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존중한다.  

체리크릭 학군에서 복수 문해 능력 인감 (Seal of Biliteracy)을 받으려면 학생은 모든 졸업 요건을 

완료하고 영어로 읽고 쓰는 능력을 보여 주며 적어도 하나의 세계 언어로 읽고 쓰는 능력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CCSD Biliteracy 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 하십시오.  

http://cherrycreekschools.org/InclusiveExcellence/Pages/Seal-of-
Biliteracy.aspx . 

http://cherrycreekschools.org/InclusiveExcellence/Pages/Seal-of-Biliteracy.aspx
http://cherrycreekschools.org/InclusiveExcellence/Pages/Seal-of-Biliteracy.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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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학생들 준비시키기  

고등학교를 졸업 할 때 많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가족, 카운슬러 및 교사의 도움으로 열정을 찾고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계획을 

수립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옵션에 관계없이 계획을 일찍 시작해야합니다. 다음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확인된 중등 교육 이후의 

옵션입니다. 

견습                              견습 프로그램은 중학교 및 고등학생을 위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견습은 실제 비즈니스 경험뿐만 아니라 멘토십,      

지속적인 교육, 전문 교육, 경우에 따라 고용을 제공하는 업계 파트너와 협력하여 고등학교를 다니는 도중 취업을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체리크릭 학군 학생들이 견습생 경험을 마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Micron 마이크론 

• CareerWise 커리어와이즈 

• Oakwood Homes 옥우드 홈스 

• Intertech Plastics 인터택 플라스틱스 

• Reata 뤼아타 

커뮤니티/전문 대학 콜로라도에는  커뮤니티 칼리지 및 전문 대학의 종합 목록이 있습니다.   2 년 제 대학에서는 준 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산업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4 년제 대학으로 편입하기 위한 일반 교육 과정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공백년 공백년은 고교 졸업과 고등 교육 기관 입학 사이의 1 년입니다.  공백년은 미래 교육을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학습에 종사하는 시간이어야합니다. 

군대 미국 군대는 해당 군 내에 여러 분야의 통로를 제공합니다.  관심 분야 및 기술에 따라 졸업 후 직접 입대를 

신청하거나 선별 된 사관 학교에 입학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별 된 사관 학교에서는 4 년제 학사 학위를 수료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 할 때 장교로 더 높은 직위를 얻습니다.  군 경력에 관심이있는 학생들은 군대 직업 능력 태세 

(ASVAB) 시험을 보게됩니다.  사관 학교에 관심있는 학생은 선택해야 할 수업과 지원 절차에 관해 상담 교사와 

구체적으로 의논 해야합니다. 

직업학교 직업학교는 학생들에게 특정 기술에 집중하여  즉각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직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직업 프로그램은 기간과 인증이 다릅니다.  인증된 직업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용 

• 자동차 정비 

• 수의사 보조 

4년제 대학 콜로라도 주에는 대략 20개의 4 년제 공립 및 사립 대학교가 있습니다.  소규모에서 대규모 및 농촌에서 도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고등 교육 기관은 교육 제공이 다양합니다.   4 년제 교육 기관에서 정해진 교과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학사 학위를받은 학생들은  석사 또는 박사 과정 밟음으로 계속 교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력 고등학교를 졸업 한 직후 인력에 합류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재정적 의무가있는 학생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인력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의 교육 목표를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해 돈을 

저축해야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됩니다.   취업에 관한 무료 자료를 원하시면 콜로라도 인력 센터 (Colorado 

Workforce Centre)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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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의 4 년제 대학은 특히 영어와 수학 분야의 학업 준비가 성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도전 한 학생이 호감이가며, 열정, 리더십, 봉사 및 인격을 보여준 학생들도 

입학 과정에서 호소력이 있습니다. 표준화 된 입학 시험 (ACT 또는 SAT)의 평균 점수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입학 요건에 대해서는 각 대학교의 입학 사무실 또는 지정된 학교의 입학 

담당관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표는 지침으로 만 사용해야합니다. 

 

 

입학 요건은 각 주와 개인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입학 기준에 대해 각 대학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콜로라도 4년제 공립 대학의 입학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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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평가 시스템은 초,중, 고등학교에 걸쳐 

있으며 일련의 연결된 평가를 통해 교사,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대학 및 직업 준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ACT 

시험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반 교육 개발 및 영어, 수학, 

독서 및 과학 분야의 기술을 평가함으로써 대학 수준의 

학습을 완성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학년 

 

시험 
      필수 또는 권장  

언제? 

6-9 ACT Aspire 학군 필수 가을 

10 PreACT 학군 필수 가을 

11 ACT* 학군 제공 봄 

 

IKF-R에 명시된 합격점은 체리크릭 학군의 읽기 

및 수학 준비 과정에서의 대학 진학 및 취업 대비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학생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ACT 에 등록하여 시험을 치룰 수도 

있습니다.  국가 ACT 시험 날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act.org.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AT 평가 시스템은 콜로라도 주 평가 프로그램 

(Colorado Assessment Program)의 일환으로 

콜로라도주의 모든 11학년에게 요구됩니다. SAT는 

입학 결정의 일환으로 입학 전형 담당자들이 

사용하는 대학 입학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읽기, 

쓰기 및 수학 분야의 학생들의 지식을 평가합니다.
 

 

학년 

 

시험 
필수 또는 권장 

 

언제? 

9 PSAT 주 필수 봄 

10 PSAT 주 필수 봄 

11 PSAT/NMSQT 선택 가을 

11 SAT* 주 필수  봄 

 

IKF-R에 명시된 합격점은 체리크릭 학군의 읽기 및 수학 

준비 과정에서의 대학 진학 및 취업 대비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학생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SAT 에 등록하여 시험을 

치룰 수도 있습니다.  국가 SAT 시험 날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collegeboard.org 에서찾을 수 

있습니다.

   중, 고등 학교 시험  대학 진학 준비 시험 

http://www.act.org/
http://www.collegeboar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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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계획 일정  

대학 입학 절차는 초기에 계획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학생이 졸업 경로에 있고 선택한 대학교에 입학 할 수 있는 경로에 있는지 최소한 1 년에 

한 번씩 학교 카운슬러와 상담하십시오. 다음은 학년별로 대학 일정을 제안하는 몇 가지 예입니다.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카운슬러를 만나라 학생의 일정이 학생의 학업 필요 및 

관심사를 충족시키는지 카운슬러와 

상담하라. 사관 학교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관심사에 대해 토론하라. 

학생의 일정이 학생의 학업 필요 및 

관심사를 충족시키는 지 카운슬러와 

상담하라. 11 학년 봄에 카운셀러와 

부모님과 함께 대학 및 기타 고등 

교육에 관한  아이디어를 상의하라. 

카운슬러와 함께 최종 학교 목록과 

고등 교육 계획을 검토하라. 

정리 정돈을 유지하고 마감일을 알아 

두라. 

FAFSA ID를 만들라. 

관심있는 과정과 적절한 학업 

수준을 선택하여 4 년 계획을 

세우라.   가능한 최고의 성적을 

받아라. 

4 년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가능한 한 

최고의 성적을 계속 유지하라.   

계속해서 코스의 엄격함을 높이고 

가능한 최고 성적을 얻으라.   

Naviance를 사용하여 관심있는 전공, 

대학 및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라.   

운동 선수는 NAA와 같은 NCAA 정보 

센터 또는 기타 소형 체육 센터에 

등록하는 것을 고려하라. 

가능한 최고의 성적을 얻으라.  

가을부터 대학교에 지원을 시작하고 

성적표와 추천서를 선택한 대학교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하라. 추천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라. 

필요할 경우, 10월에 장학금, FAFSA 

및 / 또는 CSS 프로필을 신청하라. 

참여하라! 

클럽이나 스포츠에 가입하라. 

계속 참여하고 성장하라. 자원 봉사 

또는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라.  

열정이 있는 클럽이나 

스포츠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라.   

다음 단계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클럽이나 스포츠 팀의 회장이 

되어보라.   

ACT Aspire 9 과 PSAT 9 시험을 

치루라. 

PSAT 10 과 Pre-ACT 시험을 치루라. PSAT/NMSQT, SAT, ACT 

와 SAT 과목 시험을 필요할 경우 

치루라.   

12학년 초에 ACT, SAT 또는 SAT 과목 

시험을 치루라.   

자원 봉사와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여름방학을 의미있게 

보내라.  여름 학교에서 실패한 

과목을 보충하라.   

대학 박람회에 참석하라.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라 . 대학 교육 자금 

지원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라. 

대학 박람회에 참석하고, 캠퍼스를 

방문하고, 재정적 필요를 추측하고, 

신청할 장학금을 조사하라.   

입학 면접이 필요한 경우 일찍 

예약하라. 

입학 결정이 내려지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위 2-3 개 학교를 방문 

할 계획을 세우라.   

 
여름방학동안 일하거나, 자원 

봉사를하거나, 실패한 과목을 보충 

함으로써 여름을 의미 있게 보내라. 

학부모 / 보호자 / 카운슬러와 함께 

11학년 컨퍼런스에 참석하라.  여름 

방학이 시작 하기전에 교사에게 

대학 추천서를 요청하라.   

입학 결정을 카운슬러와 공유하고 

학생이 받을 장학금을 추적하라. 

대기자 명단에 있으면 계속 

활동적으로 따라가라.  선택한 

대학교에 5월1일 또는 그전에 입학 

여부를 알리라.  고등학교에서 

졸업하라! 

  
여름방학동안 일하거나, 자원 

봉사를하거나, 실패한 과목을 보충 

함으로써 여름을 의미 있게 

보내라. 

여름방학 동안 일을하여 대학을 위해 

저축하라.  입학된 대학교 학사 일정을 

참고하고 그에 맞게 계획하여 

기숙사에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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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보조  
 

고등학교 졸업 후 교육 자금 조달은 많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경험 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팁 

` 등록금을 감당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대화를 가족과 

일찍 나누세요. 

` 전체 비용에 대한 이해를 얻으십시오 (모든 학교의 재정 

지원 페이지에서 찾을 수있는 순 가격 계산기 사용). 

` 학자비 보조금에 대하여 조사하세요. 

` Naviance 장학금 명부 활용. 

` 마감일을 지키기 위해 뒤로 계획하십시오. 

` 지원서를 제출하시오! 

학자금 보조 유형: 

연방 정부 보조 (FAFSA는 학생의 12학년 10 월 1 일까지 

완료하십시오). 

` FAFSA를 제출함으로써 학생의 EFC (추정 가족 기부)가 

결정됩니다. EFC는 합법적인 공식을 기반으로 가족의 

재정적 힘을 측정합니다. EFC 는 학생의 가족이 지불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학생이 받는 

혜택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대학에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 연방 정부는 펠 (Pell) 보조금 및 일을 하면 보조금을 

받는 형태로 지원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연방 

정부가 결정한 재정적 필요성을 기반으로합니다.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FAFSA를 완료해야합니다. 

FAFSA는 연방 정부 학생 지원을위한 무료 신청서의 
약자이며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www.fafsa.ed.gov. 

대학 기관 보조 

` 대부분의 대학은 대학교에 지원할 때 학생에게 수여되는 

보조금 및 / 또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학자금 상은 

우수한 성적 (학업 프로파일) 또는 재정적 필요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조기 마감 및 기타 요구 사항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FAFSA 이외에 일부 사립 대학에서는 12 학년의 10 월 1 

일에 제공되는 CSS 프로파일을 작성해야합니다. 

CSS 프로필 신청서는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cssprofile.collegeboard.org/. 

` 또한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한 추가 장학금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재정 보조 웹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보조금 

` 보조금은 어떠한 형태의 상환도 요구하지 않는 돈입니다. 

    보조금은 연방 정부, 주정부 및 대학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업, 기관 및 재단에서 기부 할 수도 있습니다. 

펠 보조금 및 학자금 보조 자격은 FAFSA무료 

신청서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의해 결정됩니다.  학자금 
대출을 하지 않더라도 FAFSA에 신청하면 어떤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설 장학금 

` 장학금은 종종 우수한 성적에 따라 수여되며, 수여되는 

금액, 마감일 및 신청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학업 

장학금은 우수한 성적에 근거한 장학금으로 

간주됩니다. 사설 장학금은 다양한 단체에서 
수여됩니다. 학부모가 속한 고용주, 지역 은행, 재단 및 

지역 사회 단체를 확인하십시오. 

` 우수한 성적 외에도 일부 운동 선수에게는 학자금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액 또는 부분 체육 장학금을 

수여 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 대출 

` 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재정 보조 패키지의 일부로 
학생 및 학부모 대출이 제공 될 수 있습니다. 학생 

융자와 학부모 대출은 학사 학위를 완료하거나 더 이상 

대학생의 신분이 아닐 때 부터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합니다. 대출은 지역 금융 기관, 연방 정부 

또는 민간 대출 기관의 지원을 받습니다. 연방 학생 

대출 (Guaranteed Student Loans)과 학부모 대출 (PLUS 
Loan)은 일반적으로 더 낮은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가족의 경제적 필요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 

공식입니다. 대학교 출석 비용과 가족의 EFC 비용을 알고 

나면 자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가족 기부, 

장학금, 보조금 및 융자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도록 

대학교에서 도와 줄 것입니다. 

http://www.fafsa.ed.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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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서비스  
 

체리크릭 학군은 중고등 

학교에서 면허 있고 전문적인 

학교 카운슬러를 고용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중고등 학교에는 전문 카운슬러로 

구성된 팀이 있어서 사회적, 

정서적 또는 직업 / 대학 진학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학생을 지원합니다. 학교 

카운슬러는 긍정적인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수적이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 후 인생 

계획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카운슬러는 무엇을합니까? 

학교 카운슬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 즉, 

학업적, 사회 정서적 및 직업 / 대학 계획에 해당하는 

직간접 서비스의 조합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을 지원할 

수있는 자격을 갖춘 석사 수준의 면허있는 전문가입니다. 

학교 카운슬러는 학생에게 전문적인 방식으로 전달되는 

역량을 가르치고 학생의 결과에 중점을 둔 포괄적인 상담 

커리큘럼을 개발합니다. 리더십을 통해 학교 카운슬러의 

협력과 옹호, 형평성 및 엄격한 학업 경험에 대한 접근이 

촉진됩니다.  

카운셀러는 학생 및 가족 지원 외에도 방과 후 클럽 스폰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대학 및 직업 전문가와의 협력, 지역 사회 

관계 개발, 정신 건강 팀 지원, 지도력 팀 또는 학군 위원회 봉사, 

위기 지원 팀 멤버입니다. 상담 교사는 또한 504 관리자가 될 

수 있으며 ALP (Advanced Learning Plan) 회의에 상담하고 개별 

교육 계획 (IEP)이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카운슬러를 만납니까? 

카운슬링 모델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일부 상담 팀은 

알파 모델을 선호하고 다른 학교는 학년 수준 또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호하여 학생 인구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학생은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및 직업 / 대학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카운슬러가 있습니다. 

카운슬러는 직접적으로, 직접 대면 회의, 소규모 및 / 또는 

대규모 그룹 회의, 교실 회의 또는 간접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있는 종합적인 커리큘럼을 

설계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카운슬러와 언제나 

시간을 정해 만날 수 있습니다.  필요 사항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면 카운슬러와 상담 할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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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Cherokee Trail 

Fox Ridge 

Sky Vista* 

Thunder Ridge* 

Cherry Creek 
Campus 

West 

 

Eaglecrest 
EST. 1990 

Horizon* 

Thunder Ridge* 

Sky Vista* 

Infinity 

Endeavor 
 

All middle 
schools 

Grandview  
Falcon Creek 

Liberty 

Overland  
 

Prairie 

Smoky Hill  
Horizon* 

Laredo 
체리 크릭 아카데미 (Charter Creek Academy)와 챌린지 스쿨 (Challenge School) (K-8) 학생들은 학생 주소로 결정된 모든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 Horizon, Sky Vista 및 Thunder Ridge 중학교는 학생 주소로 결정된 두 개의 고등학교로 들어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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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크릭 학군 연락처 
 
 
 
 
 
 
 

동부 교육청 720-886-7480 

서부 교육청 720-554-4550 

학군 카운슬링 720-554-5090 

교육운영                        

초등학교 

 

720-554-4215 

중학교 720-554-4209 

고등학교 720-554-4287 

시험 및 평가 사무실 720-554-5001 

정신건강 720-554-4259 

학생 성취 서비스 720-554-4236 

고급 학업 서비스 720-554-5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