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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귀하:
귀하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대학교 학점을 취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셨습니까?
만일 귀 자녀가 현재 텍 프렙 코스에 등록되 있다면 고등학교 학점을 이수하는 이외에 수업료가 무료인
대학교 학점도 지금 당장 이수할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중 학점”이라고 부릅니다). 텍 프렙은
연방정부에서 후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본 학군에서도 이를 승인하고
지원합니다! 귀 학생이 대학교 학점을 취득하려면:
1.
2.
3.

현재 고등학교 텍 프렙 코스에 등록되 있어야 함.
이 코스에 등록되 있는 동안 www.techprepcc.org 에 등록해야 함.
클래스에서 “B”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함.

텍 프렙이란 무엇인가?
텍 프렙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대학교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며 이는
대학교 코스들과 공식으로 정렬되는 – 명료한– 코스입니다.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사들은 고등학교
코스들이 대학-수준 코스 능력에 맞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함께 협조하고 노력합니다. 대부분의 명료한
텍 프렙 고등학교 클래스는 직업 및 기술 교육 (CTE)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이는 전문/기술 자격증 또는
학위와 연결됩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실사회 기술 및 직업 지식을 쌓도록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마켓팅에서 보건 의료 그리고 정보 기술에 이르는 인기 높은 고도의 전문직으로 연결됩니다.

텍 프렙의 이점:
학생들은…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전문직을 탐색할 수 있으며 대학교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수백 달러 (혹은 수천 달러)의 등록비, 수업료, 교재 및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수학, 커뮤니케이션, 과학 및 기술 등과 연관된 학문 기능의 개발을 요구하는 전문직을 탐색합니다!
• 실질적 접근식으로 교습하는 난제한 과제를 습득합니다.
• 종종 인턴쉽 또는 직장 셰도우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요한 직업 커넥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높은 급료, 현재 구직성이 높은 직업 그리고 구직 기회에 대한 훈련을 시작합니다.
• 대학교를 조기에 졸업합니다!

지금 행동에 옮기십시오!
귀하 자녀가 이 훌륭한 기회에 관하여 CTE 교사, 상담 교사 혹은 커리어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자녀의 학교에 어떠한 텍 프렙 클래스가 가능한지 알기 위하여 저희 웹사이트
www.techprepcc.org 를 방문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ch Prep College Connections
3000 Landerholm Circle SE • Bellevue WA 98007-6484
전화번호: 425.564.6158 이메일: techprep@bellevuecollege.edu
웹사이트: www.techprepcc.org

www.techprepcc.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