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kinger HS Overview - Korean October 2021 

 
 

 

 

 

 

 

 

 

 

 

 

 

 

 

 

 

 

 

 

차세대 학습 경험… 

미래를 향한 첫걸음 

 

Seckinger High School Overview



  

배우고 

이끌고  

삶을 준비하는 학교 
귀넷 카운티 교육구의 최초 테마 학군(cluster)을 정착시키는 

귀넷의 새로운 고등학교가 2022년 8월에 개교합니다. Seckinger 

고등학교에서는 학업, 체육 및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인재를 

양성하는 차세대 학습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Seckinger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게 될 경험 

Seckinger 고등학교는 학생의 선택과 개별화된 학습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학생들은 3가지 광범위한 영역 – 고급 과학과 테크놀로지, 비즈니스와 

리더십, 그리고 예술과 디자인 - 내에서 고등학교에서의 학습 경험을 위해 

집중 영역을 선택하거나 좀 더 개별화된 고등학교 학습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습 선택, 협력적이고 연결된 면학 환경과 실습 경험은 Seckinger 학생들이 

문제를 추론하고, 적용하며,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학생들은 미래를 대비한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새로운 코스들을 수강할 

기회를 가지며, 학생이 개발한 디자인 최고의 성취(capstone) 경험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교 학생은 광범위한 대학 과정(Advanced 

Placement, AP) 코스를 택하고 업계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획득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과외활동은 고등학교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Seckinger  

고등학교에서는 완전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은 과외 활동, 예술, 학생회, 리더쉽 기회, 봉사 단체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이중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지역 대학이나 

전문학교(technical school)에서 수업을 듣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의 이중 등록 과정 코스 신청과 입학 정보는 자녀 

학교의 상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eckinger 고등학교의 학습 분야에 관한 소개 

핵심 학습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은 3가지 광범위한 영역 내에서 특정 

학습 영역을 선택하는 옵션을 갖게 됩니다. 

고급 과학 및 테크놀로지에서 학생들은 STEM 관련 분야의 미래 경력으로 

이어지는 부상하는 테크놀로지 및 엔지니어링의 심도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발견할 것입니다. 인공 지능(AI), 기계 공학 및 환경 공학 수업이 교과과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공 지능… 

 글로벌 리더십…  

예술과 디자인… 

차세대 교육 

차세대 교육 
 



  

비즈니스와 리더십에 중점을 둔 학생들은 지역, 국가및  국제적 영향력을 

통한  비지니스, 외교 및 시민 리더십을 탐구합니다. 코스는 국제 비즈니스, 

시민 리더십, 지역사회 참여, 외교 및 세계어에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Ivy 

Creek 초등학교와 Jones 중학교의 스페인어 이중 언어 몰입(dual-language 

immersion, DLI)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DLI 

프로그램에서 계속 공부하거나 포르투갈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술 및 디자인 학생들은 시각예술, 디지털 예술, 그리고 공연 예술을 통해  

자신의 창의성과 독립적 사고를 훈련할 것입니다.  Seckinger 

고등학교에서는 예술 및 디자인 학생들을 위한 전문 과정과 함께 밴드, 

오케스트라, 코러스, 연극 및 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Seckinger 학생들은 또한 학교에서 제공되는 코스에 따라 좀 더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Seckinger 학군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소개 

귀넷 카운티 교육구에는 몇 개의 테마 학교가 있지만, Seckinger 학군은    

 Harmony,  Ivy Creek, Patrick 초등학교와 Jones 중학교가 포함된 교육구의 

첫 번째 테마 학군입니다. Seckinger 학군의 모든 학교 학생들은, 

킨더가든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인공지능 세계를 탐험합니다!  Seckinger 

학군은 급변하는 세계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진 시민이자 국제적으로 

준비되고, 높은 경쟁력을 갖춘 학생들을 길러내는데 전념할 것입니다. 

왜 AI에 집중하나요? 오늘날 학생들은 졸업 후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변화무쌍한 업무 환경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Seckinger 고등학교와 AI에 대한 초점은 학생들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kinger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자신의 흥미만큼 AI를 탐험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귀넷 교육구와 학교의 리더들은 이러한 종류의 최초 프로그램이자 글로벌 

혁신의 국가 리더가 되도록 설계된 저희 학군의 AI 프로그램 디자인을 위해 

대학 전문가, 교육 전문가 및 테크놀로지 리더들과 협력해왔습니다. 

Seckinger AI 테마 학군은 학생들이 살게 될 AI가 주입된 미래를 

대비하도록 도와줍니다. 

AI 준비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기술적, 학문적, 사회적으로 유능할뿐 아니라 

AI 내에서 대표되는 분야 전반에 걸쳐 복잡한 시스템과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 준비가 된 학생들은 참여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을 통해 

프로그래밍, 데이터 과학, 수학적 추론, 창의적 문제 해결, 윤리 및 응용 

경험의 6가지 주요 영역에서 기술을 개발합니다. 

 

집중 영역의 하나에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학생과 좀 더 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한, 모든 Seckinger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교과과정 전반에 걸쳐 

AI 학습 및 기술 개발을 장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습 경험은 프로젝트 

관리, 디자인 사고, 의사결정에서의 윤리, 효과적인 팀워크와 같은 미래 

준비 기술을 촉진합니다. 학생들은 최고의 성취(capstone) 경험을 통해 

자신의 학습과 기술을 자신이 선택한 실제 도전에 적용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Sekinger 학군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AI와 미래형 기술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학군 차원의 접근 방식을 취하므로 학생들은 

빠르게 진화하고 기술이 풍부한 세계에서 글로벌한 인재로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준비되는 데 초점을 맞춘 킨더가든-12학년 과정을 밟게 됩니다 

Seckinger 고등학교 시설 소개 

Sekinger 고등학교는 Buford의 3655 Sardis Church Road에 위치하고  

있으며 Gwinnett 카운티의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밀접한 장소에 

있습니다.  

새로운 510,485제곱피트의 최첨단 시설이 2022년 가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새 고등학교 건물에는 다음 시설이 포함됩니다: 

• 2,800명의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건물; 

• 확장된 기술 및 엔지니어링실; 

• 연구실과 교실 공간이 밀접한 3개의 대형 강의실; 

• 건물 전체에 걸친 협업실 및 공간; 

• 확장된 미술 교실 및 그래픽 디자인실; 

• 밴드, 오케스트라, 합창실, MIDI 랩; 

• 극장 및 댄스 스튜디오; 그리고 

• 체육관, 운동장 및 경기장. 

Seckinger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대학 및 직업 소개 

Sekinger 졸업생은 대학 진학, 관련 기술 프로그램 등록, 입대 또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지에 관계없이 고등 교육을 추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균형 잡힌 탄탄한 교육으로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의 여정을  

마칠 것입니다. 

졸업하기 전에 많은 학생이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업계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대학 학점을 받거나 둘 다를 취득할 것입니다. 

Sekinger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전공 분야와 전문  

분야에서 대학 학위 또는 전문대학 프로그램을 추구할 수 있는 학문적 배경을  

갖게 됩니다: 

• 고급 과학 및 테크놀로지 - 로봇 공학, 지능형 시스템, 컴퓨터 과학, 엔지니어링 

 및 관련 STEM 분야; 

• 비즈니스 및 리더십 - 국제 비즈니스, 경영학, 정치학, 공공 정책, 국제    

  관계, 언어, 교육 및 관련 분야; 그리고  

• 예술 및 디자인—건축, 디자인, 마케팅, 제작, 교육, 음악, 연극, 무용,   

 시각 예술 및 관련 과목. 

Sekinger 학생들은 고등학교 이후의 계획이 무엇이든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서 연구 과학자, 환경 보건 책임자에서 외교관, 통역사에서 

보안 분석가, 교육자에서 사진작가, 디자이너에서 스튜디오  

엔지니어에 이르기까지 - 성장하는 분야에서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Seckinger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탐색하고 열정을 

추구하며 미래가 준비된 상태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Memorie Reesman 교장 선생님께 

memorie.reesman@gcpsk12.org 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학교 웹사이트인 gcpsk12.org/SeckingerH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