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 Success Program in High School
(고등학교 학생 성공 프로그램)

학생들은 저마다 배우는 방법이 다릅니다.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을 취득하는 새로
운 방법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Student Success Program(학생 성공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기존의 교실 수업을 뛰어 넘어 배움에 있어 혁
신적인 방법을 선택적으로 제공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보다 많은 성공의 기회를 갖는다.
• 동기를 부여 받고 학습에 중점을 둔다.
• 더 많은 성적 취득 방법을 누린다.
온타리오 고등학생들은 학습과 관련한 경험을 자신에 맞도록 하는 더 많은 기회를 갖습니다.

Specialist High Skills Majors(고기술 전공)
특별한 경력을 갖추는 학생들을 위하여 Specialist High Skills Majors(고기술 전공)은 학생들의 기술과
관심에 부합하는 맞춤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전공은 8 – 10 과목으로 구성되며, 졸업을 위해서는 30
학점 중 일정 부분을 이수해야 합니다. 본 과정은 호텔 관광, 예술 및 문화, 건강 및 복지, 건축, 제조, 원예
및 조경, 정보 통신 기술 등을 포함하는 직업 부문을 학생들이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panded Co-op(확장 협동)
현장 교육은 크나큰 학습 경험일 뿐 아니라, 학생 개인의 관심과 능력을 추구하며 경력 형성을 시작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Expanded Co-op (확장 협동)을 통해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고교 졸업증서 취득을
위한 의무 이수 학점인 2 학점을 포함한 학점을 취득하면서 일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학생들은 종합 대학, 단과 대학, 견습, 또는 직장 진출 여부에 관계없이 선택적으로 이러한
경력들을 “test drive(시험 실행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Dual Credits(이중 학점)
Dual Credits(이중 학점)으로 학생들은 고등학교 재학 중 견습 교육과 고등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과정으로 고교 졸업 증서와 고등 교육 이수 증서, 학위, 또는 견습 이수 증서를 모두 취득합니다. 본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대학을 미리 “시험 체험 ”해 볼 수 있어서 고등학교를 떠나 대학 경험을 가질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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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s 7-9 Transition(7-9 학년 진학)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진학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상급 학교 환경에서 직면하는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많은 개별적인 배려와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습니다.

Student Success Teams(학생 성공 팀)
모든 고등학교는 지금 교장, 교사, 지도 상담원으로 구성된 전담 팀을 갖습니다. 이 팀은 이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보살피고 지원합니다. 이 팀은 애써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을 알아 내고 지원하며 보다
많은 학습 방법을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학생들의 발전을 함께 따라 갑니다. 또한, Student Success Teams
(학생 성공 팀)은 다른 학교의 교직원, 부모, 그리고 넓게는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많은 학생들이 졸업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New Courses(신 과정)
학교에서는 새로운 기술 과정을 제공하고 기존 기술 교육 과정에 새로운 모듈을 추가하였습니다. 300,000
명 이상의 학생들이 호텔, 건강 관리 및 컴퓨터 엔지니어링 등 200 가지의 새로운 기술 과정과 500 가지
개선된 과정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50 종의 온라인 과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학생들이 흥미를 갖는 과목을 배우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쌓아 갈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학생들에게
부여합니다.

Student Success Culture(학생 성공 문화)
지역의 학교장들과 교사들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접근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높은 기대감, 개인적인 관심과 배려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교사들이 새로운 기회에 대하여 배우게 되면 정규 교실 수업 대체 등, 학생들에게 선택적인
방법을 더 잘 제공할 수 있습니다.

Lighthouse Projects(등대 프로젝트)
창조적인 현지 프로젝트로 학생들이 학교에 머물고, 학교를 떠났던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 오는 것을
격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학생들은 학점을 취득하고
대학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제공받습니다.
더 자세히 아시려면 학교를 방문하시거나 교장 선생님과 상담하십시오. 더 많은 정보가 웹사이트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로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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