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XIBLE. ACCREDITED. ONLINE.

AnB Online School with Keystone

키스톤과 함께하는 AnB온라인스쿨은 학생들이 그들만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풀타임으로 수업을 듣거나, 한가지의 수업만 듣는것이 모두 가능하며,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Credit Recovery 부터 외국어 및 AP수업까지 제공됩니다.

AnB 온라인 스쿨은 유연하고개인화된교육적경험을가능하게하며,
기술력이 더해진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그들의 학업 및 개인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치원부터12학년까지170가지가넘는다양한수업이제공되고, 풀타임으로수업을듣거나한가지의수업만

듣는것이모두가능합니다. 학생들은언제든희망하는시기에입학할 수있습니다

자유로운교육모델을이끌어가는리더로서, 저희의교육방식이
학생에게 성공적인교육적기강을세우는데도움이된다는것을 압니다.
대학교에있든, 직장에있든, 군대에있든그들의꿈이이끄는곳어디서든필요한교육의혜택을누릴수있습니다.

온라인 스쿨 커리큘럼
교육과정에는 멀티미디어 학습이 포함된 온라인
강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언제든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상 실험실
• 개념을 강화하고 흥미로운 학습을 돕는
애니메이션 튜토리얼
• 평가되는 과제

FlexibleSolutions
기존과 다른학교환경을 찾거나 현재 가지고있는직업이 있더라도,

AnB Online School with Keystone은다양한 스케줄과 학습스타일에
맞춰집니다. 이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은 시간과장소의 제약없이
자유롭게 공부할수있습니다.

학업지원
교사로부터 개개인의 피드백을 받아성적을 관리받고본인 공부에

핵심 교과과정
키스톤교육과정이있는 AnB Online School with Keystone은수학, 과학,
사회, 영어를포함한모든핵심과목을다룹니다. 50개이상의핵심
과목수업을개설하여탄탄한기반을제공하고있습니다.

교양과목

집중할 수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V

45개이상의 다양한교양수업(컴퓨터프로그래밍, 경영학, 외국어수업
등)이제공됩니다.

AnB 학생 코디네이터

Advanced Courses

격주로 보내지는 학생의 성적표와 실시간 관찰 보고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모두학업에 참여할수있도록도와줍니다.

AnB Online School with Keystone 은 8-12 학년을위한19개의AP수업을

v

제공합니다. 더많은공부를원하는고등학생들은대학학점을위한AP
과정을수강함으로써그들이필요로하는추가적학습을할수있습니다.

광범위한 교육과정
스페인어부터게임디자인, AP에이르기까지, AnB Online School with

Keystone은각학생들이자신의잠재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
다양한교과과정을제공합니다. 각학년레벨의맞는핵심수업과더불어
다양한교양과목및심화과목을제공하여학습의기회를확대합니다.

보충수업 / 학점회복
1년등록한학생이라면, 통과하지못한과목에서 AnBOnline School을
통해 동일수업재수강하여다시학점을취득할수있습니다.

각수업마다몇시간씩공부해야하나요?
풀타임으로 공부할 시 180시간, 한학기에
90시간씩 공부해야 합니다.
각 과목에 투자해야하는 학습시간은
학생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upport from AnB Online School with Keystone
수강신청 및
온라인스쿨 셋업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학생성적
감독 및 관리

성적표와
월별 리포트

개인 튜터 및 지도

졸업자격및기준
Graduation

requiremen
t

졸업요건을 맞추면, Keystone에서 졸업장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졸업장은 미국에 있는 공립이나 사립학교에서 취득하는
졸업장과 동일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얻기 위해서, 학생들은 아래 항목을 채워야 합니다 :
•

21 credit - 4 credit Eng, 4 social study, 3 science, 3 math, 1 fine art, 1 PE,5
Elective

• 9-12학년까지 21학점 (영어4학점, 사회4학점, 과학3학점,
수학3학점,
미술1학점,
체육1학점, 교육5학점) 혹은 21학점 이상
• Graduating
from Keystone
•

When a student meets Keystone graduation requirements, he or she is awarded a

• AnB Online
with
Keystone
5학점을
수강하여야
highSchool
school diploma
from
The Keystone에서
School.최소
This diploma
is the same
as one
received from any public or private high school in the United States.

하고,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리고 다른 과목중에서 각각
• To receive a Keystone high school diploma, students must:
1학점씩
• 취득해야합니다.
earn a total of 21 credits or more between grades 9-12
take at least five credits with Keystone, one credit each in the areas of English,

졸업 학점이math,
21학점이지만,
향후and
대학생활과
커리어에
기반이
될
science, and social studies,
one additional credit
of choice, elective
or
core
수업을 더 듣는것을 장려합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원하는 학생들은
• Though the minimum diploma requirement is 21 credits, weencourage students to
develop
a four-year
learning
plan and
take courses
that will provide
them the best
교양수업으로
외국어
수업
2가지
정도
듣는것을
추천합니다.
foundation for college or career, even if that means earning more than 21 credits.
•

College bound students are encouraged to take at least two credits of the same
world language aspart of their electives.

•

Get more specific details about Keystone's Graduation Requirements and
Policies.

감사합니다
질문있으시면언제든지문의주세요: )
contact@anbeducation.com
+1215.361.85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