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학년도 고등 학교 여름 학교 

고등학교 여름 학교 ( 9-12 학년) 은 Voyager Middle School 에서 열립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오전 8시 30분 

부터 11시 30분까지 학교에 다닙니다. 대면 수업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있습니다. 비 동석 

수업은 매 수요일에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크레딛 회수 또는 플라토(HS Credit Retrieval/PLATO)는 교사 근무 

시간중헤 교사들과 접속이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적으로 원격 수업이 진행 될 것입니다.  

고등 학교 여름 학교는 졸업 학점(credit)이 모자라거나  학점 부족이라 여겨지는 학생들을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9-12 학년 재학하는 어떤 학생이라도 학점에 상관 없이 엘리트 피트니스 과목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여름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신청을 꼭 온 라인(on-line)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이 수업시간 동안 교사들과 급우들과 잘 관여하고 토론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여름학교를 3 일까지 결석하면 그 학생이 고등학교 학점을 취득할 목적이었더라도 학점을 잃은 채 

여름 푸로그램에서 등록이 취소 될 것입니다. 

• 당장 가지고 가서 먹을수 있는 점심 도시락이 준비될 것입니다. 
• 제한된 노선을 운행하는 왕복 뻐스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21 년도 여름 학교 등록 마감일은 오는 6 월 17 일(목) 입니다. 

High School Options 

• 고등 학교 선택 사항 (options) – 현재 고등학교 9-12 학년 재학중인 학생들은 다음 과목들의 수강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o 교실 수업  -  교사가 대수, 기하, 영어, 보건, 자연 과학 또는 워싱톤 주 역사 과목들을 가르 칩니다. 
한 학기에 실페하여 학점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만일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그 학생은 그 특정과목에서 0.50 학점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과목들은 페스 (P) 아니면 무 학점 (NC)으로 채점됩니다.  
o 플라토/학점 회복(PLATO/Credit Retrieval) – 이것은 학점이 부족하거나 졸업할 학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과목들을 

독립적으로 공부합니다. 학생들은 각 과목 0.50 학점으로 두 과목까지 택할 수 있으나 두 번째 

과목을 택하기 전에 한 과목 수강을 반드시 완수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특정과목의 학점 및 또는 

선택 과목의 학점을 취득합니다. 모든 과목들은  A, B, C, D, NC, or I 로 채점됩니다.   
o 엘리트 피트니스(Elite Fitness) – 이것은 여름철 기간에 신체적으로 적합한 조건를 유지하기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학생은 그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체육과목으로 .50 학점을 취득하개 됩니다. 과목 채점은 패스 (P) 아니면 무 학점 (NC)으로 합니다. 

학생들은 이 푸로그램에 남아 있기 위해서는, 교사들과 푸로그램에 대응/관여 하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야 

합니다. 관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점을 받지 못한 채 제적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학교 생활상 부 정직성 (컨닝, 표절, 복사, 다른 사람의 작업물을 자기 것으로 제출)에 개입된 

학생들은 학점을 받지 못하고 제적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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