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lcome to 
Chattahoochee 
High School

A Georgia School of Excellence



Meet the 
Hooch 
Administration 
Team!
Dr. Mike Todd, Principal

교감선생님은중학교와달리학년별교감선생님이아닌

카운셀러와마찬가지로학생의라스트네임을기준으로

배정됩니다. 

A-E: Mr. Jonathan Adel 

F-L: Mr. Garrett Abelkop

M-R: Dr. Ingrid Parham

S-Z: Ms. Gwen Harris



Meet your counselors! 

Last names A-Daq: Ms. Chilson 

Last names Dar-Hel: Ms. Johnson 

Last names Hem-Mar: Ms. Fitzsimmons 

Last names Mas-Sah: Ms. Blount 

Last names Sai-Z: Ms. Jones 



일반정보: 

수업은모두 7교시이며각수업

시간은 52분입니다

7교시중한시간은점심

시간입니다. (3,4,5교시) 

2교시끝나고 Chatt Time이

있습니다. (학교공지사항을

안내하는시간또는메이크업

시간

Progress reports (학생의성적

중간점검) 는 4.5주마다

학부모님에게보내드립니다. 

학기말최종성적은매학기

마지막에게시됩니다



Bell Schedule
시간표



Grading:

Grading Scale 

A (90-100)

B (80-89)

C (70-79) 

F (69 and below) 

Honor, AP, College 코스클래스는학기말성적에 7점이

추가됩니다. 



중학교성적과고등학교성적은
어떻게다를까요? 

일반적으로, 중학교는각학기별성적을합산하여일년평균성적으로계산합니다. 

• 1학기평균 : 60

• 2학기평균 : 80

• 최종성적 : 70 (학생은과정을이수한것으로인정) 

고등학교는, 각학기별로성적을환산하며, 일년성적으로통합하지않습니다

• 1학기평균: 60

• 2학기평균 : 80 

• 학생은 1학기과정을패스하지못했기때문에반드시 1학기과정을재수강해야합니다. 



Credits 학점
졸업하기위해선반드시 23학점을이수해야합니다.

• 영어 English: 4 학점

• 수학 Math: 4 학점

• 과학 Science: 4 학점

• 사회 Social Studies: 3 학점

• CTAE/World Language/Fine Arts* – 3 학점

• Health/Personal Fitness – 1 학점 (각 0.5학점)

• Electives – 4 학점

*외국어의경우, 졸업필수조건은아니지만대학에
진학하기위해서는 2-3년의학점이수를해야합니다. 



Graduation Requirement
Subject Credits 

Required
Required Courses

English 4 9th Literature,  American Literature, Plus 2 additional

Math 4 Algebra I, Geometry, Algebra II, Plus 1 additional

Science 4 Biology, Physical Science OR Physics, 
Chemistry OR Earth Systems OR Environmental Science
Plus one additional

Social Studies 3 Government(0.5) ,World History, US History, Economics(0.5)

Career Tech, 
Language, Fine 
Art

3 World Language is not a graduation requirement, but 2 or 3 years of World 
Language credits may be required for college admission

Health/PE 1 Health (.5 credit), Personal Fitness (.5 credit)
Wavier for PF is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See your coach/band director

Electives 4 4 additional courses are required from the subject areas listed above



대부분의수업은, 
학생의학습수준에

따라배정을받습니다:

• On-level

• Honors

• Advanced Placement (AP)

* 9학년과정은자녀분의
8학년담당선생님의추천에
의해결정됩니다. 



일반적인 9학년스케줄

On-Level Schedule Honors Schedule 

• 9th grade lit
• Algebra 1 
• Biology 
• Government/Health 
• World Language 
• Elective 

* 학생들은모두 on –level 
또는모두 honors/AP 
코스를들을필요없이, 코스
레벨을믹스해서들을수
있습니다. 

• 9th Lit Honors (or 10th Honors)
• Accelerated Algebra I /Geometry
• Honors Biology 
• Government/Health (or AP 

Government or AP Human)
• World Language 
• Elective 



일반적인
오해

• 대학입학을위해서는 AP 코스를
들어야한다.

• 수업에서 C를받으면 HOPE 
장학금을받지못한다. 

• 학생이다른학생보다좀 더
빠른과정을이수하면대학
입학에유리하다.

• 도전적이고, 어려운과목이수를
위해 AP 와 Honor 코스는
이수해야한다. (ex. Alg II, Span II, 
& Chemistry) 



How can I get involved? 



학부모님을위한어드바이스 : 

Keep up

인피니티캠퍼스를통해

학생의출석과성적을

계속살펴보세요

Look

선생님의웹사이트를

통해, 잊어버린숙제가

없는지, 다음과제가

무엇인지체크하세요

Make

아이들에게방학숙제가

있습니다. (honors/AP 

classes)

Encourage

아이들에게학교와다른

활동의균형을잘

유지할수있도록

격려해주세요. – 공부가

아닌다른어떤것에

흥미가있는지, 얼마나

참여하는지?

Know

학교에서원하는것과

여러분이원하는목표는

같습니다. 학교는모든

아이들이차타후치에서

성공할수있길

바랍니다







학교 홈페이지
>카운셀링 웹페이지
>STUDENT RESOURCES

>Career Tech Pathways





Hooch World 
Language 



Chattahoochee 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수업

French Latin Spanish

Why learn French?

• 프랑스어는영어에서가장많이차용한
외국어입니다.- 프랑스를배우게되면
영어단어역시많이알게됩니다. 

• 프랑스어는 5개대륙 29개국가에서
공식언어로사용하고있습니다.

•

• 프랑스어는대략 7200만 -7900만의
인구가모국어로사용하고있고, 1억
9천만정도가제 2 외국어로사용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어교환학생프로그램

Why learn Latin?

• 우리의언어, 사상체계, 정치체제그리고
우리문화의많은부분은고전적인전통에
바탕을두고있습니다. 라틴어는교육의
모든면을풍부하게합니다.

• 장래희망을법, 의학그리고글쓰는것에
염두하고있는학생은라틴어를배우는
것이훨씬좋습니다. 

• 최소 2년의라틴어수강은 SAT Verbal 에서
100점이상의점수를더얻는데도움이
됩니다. 

Why learn Spanish?

• 스페인어를배우면영어를더잘이해할수
있습니다. 

• 미국내스페인어사용자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증가했습니다. 스페인어를
배우는것은그들의문화와관행 , 관점을잘
이해하는데도움을줄것입니다.

• 스페인어는여행경험을풍부하게해줍니다.

• 스페인어는고용잠재력을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을줍니다. 



외국어배우는학생들이
획득할수있는장점과자격:

• International Diploma Skills Seal(IDSS)

• 학생들은전세계적으로유능하고경쟁력을갖추기
위해필요한학제간기술을습득해야한다.

• International Skills Diploma Seal은국제교육커리큘럼을
이수하고글로벌역량의달성을촉진하는과외활동과
경험을하는고등학교졸업학생들에게수여됩니다. 

• 학생이세계경제시장에참여할준비가되어있다는
고용주및고등교육기관에알리는프로그램입니다. 



Biliteracy Seal:

• 모든조지아공립학교학생들은고등학교때
영어와하나이상의다른언어에서요구되는
수준의언어능력을달성했다는증거에기초하여
Georgia’s Seal of Biliteracy자격을얻을수있다. 이
Seal을얻기위해서는학생들은영어사용의
능숙함의레벨을증명해야하며, 한가지이상의
언어, 즉모국어, 부모님또는가족의언어, 학교
또는다른기관에서제 2외국어를배워야합니다.

• Georgia’s Seal of Biliteracy 의일부구성요소는
고등학교이전에일부학생 (이중언어프로그램, 
영어학습자등) 에의해완성될수있습니다. 영어
숙련도수준과하나이상의다른언어에필요한
숙련도수준을달성하는데초점을맞추고
있습니다. 



AP HUMAN 
GEOGRAPHY 

9학년학생들에게제공되는 AP 수업
Mr. Crooks

F105



9학년이 AP Human을선택해야하는이유 ?

■ AP World, AP US History, 그리고 다른 AP Courses를 가기 전에 시작하기 좋은 AP 코스입니다. 

■ 한 학기 과정을 수강하고 1년 전체로 확장하여 더 느린 속도로 이동하여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 9학년이 상위 AP 과정 및 대학 과정에서 활용될 읽기, 필기 및 비판적 사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에서 수강하게 될 다른 모든 사회 과학의 입문 과목일 수 있습니다. 

■ 9학년에게 허용되는 몇 안 되는 AP 코스 중 하나입니다.

■ 1년 동안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여름 방학 숙제가 없습니다. 



어떤내용을배우게되나요?

■ 1년 짜리 elective course.

■ AP Human Geography는 고등학생에게 대학 수준의 인문 지리 또는 문화 지리
입문 과정 혹은 동등한 교과 과정을 제공합니다.

■ 수업 내용은 지역이 아닌 주제별로 제공되며 경제, 인구 통계, 문화, 정치, 농업 및
도시 지리와 같은 분야의 주요 서브필드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 사례 연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모든 세계
지역에서 가져옵니다.

■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간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봅니다. 



수강하는학생들에게기대되는수업태도

■ 학생들에게 수업 준비를 돕기 위해, 집에서 내용을 미리 읽을 것을 기대합니다. 
보통은 한 챕터를 수업하는데 몇 주가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챕터씩 읽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한 번에 여러 챕터를 공부하는 상위 레벨 AP 수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학생들은 읽으면서 자신의 노트를 할 것을 기대하지만 수업 시간에도 필기 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시험의 특정 부분에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각 챕터 전반에
걸쳐 몇 가지 과제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작업을 완료하는
데 몇 주가 소요됨)

■ 각 단원은 일반적으로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한 실습 활동이 있습니다. 

■ AP Test를 위해 추가로 시간을 들여 공부해야 합니다. 



Thank you 
for your time

궁금한점이있으면언제든지
연락주세요. 

AP Exam과관련해서는, 

Collegeboard.com 을방문하여더

자세한정보를찾아보세요. 

crooksma@fultonschools.org



TAG Department: 
(Talented And Gifted)

TAG 부서에는 8명의선생님이있습니다. 

27명의 TAG 자격증선생님과 31명의 AP 자격증선생님

Wile & Sinco  TAG 클래스 (Internship & Directed Studies), 세미나, 

태그, 태스테스팅, 태그필드트립을가르치고있습니다. 

질문 : H124 – wile@fultonschools.org

www.chattcougar.com – Departments – TAG

차타후치에는전체학생의 47%인 870명의학생이태그

학생들입니다. 

mailto:wile@fultonschools.org


TAG Freshman Credit
9학년때 AP Government 또는 AP Human 수강 – 또는태그자격증이있는선생님이

가르치는 Honor 클래스를수강한경우. 

9학년필드트립! 더자세한정보는내년학년도에알려드립니다. 재작년에는 Alliance 
Theatre, The Carter Presidential Library, the Museum for Human & Civil Rights,  the 

Mercedes-Benz Stadium을방문했습니다. 2022-23년도에계속할수있길기대합니다. 

기프티드선생님에의한수업시간의 Independent Projects 또는 Enrichment activity예 : 

업그레이드리서치프로젝트또는 3-5페이지의에세이 ..

10, 11, 12학년 – AP 클래스, 인턴쉽, 세미나, Directed Studies, 독자적인프로젝트

TAG 클래스가아니라면 – 가을과봄에학생들이테스트를받습니다. 학생들은 2년에한

번테스트를보게됩니다. 학생들은자격이되어야만시험을볼수있습니다. 



Q & A 

https://forms.office.com/r/M8wd1Wm3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