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로 

고급 제조 

제작 | 생산 | 가공 

비지니스 서비스 

기업가 정신 | 사업 마케팅 프로젝트 관리 

건강 및 웰빙 

약국 기술 | CNA 간호보조 | OT/PT (직업/ 물리 

치료) 행동정신 건강 

서비스업 및 관광업 

학생 카페 | ProStart (요식업계) | 이벤트 기획 

리조트 관리 

인프라 엔지니어링 (건축업 ) 

건설 관리 | 큰 건축 개념 

IT & STEAM 

사이버 보안 | 데이터 과학 | 드론 디자인 사고 | 가상 

현실 | 로봇 공학 

교통 

자동차 기술 | 항공 기술  

개념 

체리크릭 혁신 캠퍼스는 체리크릭 학교의 고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독립형 대학 및 직업 준비 시설입니다.  

컴퓨터 과학에서부터 항공, 건강 및 웰빙에 이르기까지 

실제 기술과 무역 자격증에 뿌리를 둔 커리큘럼을 통해 이 

시설은 학생들에게 대학으로 향하는 새로운 종류의 

다리이자 성공적인 직업을 제공 할 것입니다.   

직업 기술 교육 (CTE)의 아래, CCIC는 21 세기의 

학문적이고 직업적인 수요를 위해 학생 준비에 투입을 

확장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경험이 산업 기반의 

문화와 기후로 두는 것에 중점을 둔 최첨단 작업 환경을 

모방합니다. 

고등 학교는 계속해서 다양한 CTE 프로그램을 개최 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설은 현재의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것이며, 또한 학생들을위한 보다 진보되고 정교한 교육 

기회의 시설이 될 것입니다.   

CHERRY CREEK INNOVATION CAMPUS 
8000 South Chambers Road, Centennial, CO 80112 

720-554-2600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ccic.cherrycreekschool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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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들이 생각하고 배우고, 

달성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함 

• CCSD 미션 

 

 

  

  

 

혁신 캠퍼스 



체리크릭 학군 혁신 캠퍼스 2019년 8월에 

개강 

캠퍼스에 대하여 

도브 밸리 (Dove Valley)의 중심부에 위치한 CCIC는 

117,000 평방 피트의 최첨단 시설입니다. 학생들과 

비즈니스 파트너는 센테니얼 공항 (Centennial Airport)과 

덴버 테크 센터 (Denver Tech Center) 근처의 40 에이커 

부지에 건설 된 캠퍼스에 쉽게 접근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각 개인의 

고등학교에서 졸업장을 취득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오전 

또는 오후에 CCIC로 매일 출석하며 각 고등학교 부터  

CCIC 학교 왕복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이 대학, 군대 또는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CCIC는 중요한 대학 학점 또는  

업계 인정 인증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합니다.  우리는 모든 체리크릭 졸업생들에게 우수성과 

경쟁우위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리크릭 학군에서는 항상 좋은 하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