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년
새 시작도
엘리트 오픈
러닝으로!
BC주 학과목 및 AP
성적도 올리고
학점도 성공적으로
이수하세요!

온라인 사립학교에서
BC주 학점과 AP 학점 이수

학생의 학업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정기 리포트 제공

엘리트 강사들의
실시간 과외와 지원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문적인 도움

Q&A
Q:   졸업과 대학 진학 시 엘리트에서 이수한 과목의
점수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수업이 끝난 후 2주 안에 학생의 학교에 점수
가 보내지며, BC주 성적표 (transcript)에 성적이
반영됩니다.

엘리트 오픈 러닝
온라인 과목들
BC주 학점 이수 과목들
•
•
•
•

English (Grade 8 to 12)
Science (Grade 8 to 12)
Math (Grade 8 to 12)
Social Studies (Grade 8 to 12)
총 150여 수강 과목 보유

Q:   엘리트에서 어떤 도움을 받게 되나요?
학생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 하며 정기적으로 제공
하는 리포트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님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엘리트는 학생을 전담 지원하여 학생이 성공적으
로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Q: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성적이 잘 안 나왔을 경우, 엘리트에서
수업을 다시 이수하여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기회
를 얻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 졸업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빠른 시간 내 이수할 수 있습니다.

AP 학점 이수 과목들
• AP English Literature
• AP English Language
•
•
•
•
•
•
•

AP European History
AP US History
AP World History
AP Human Geography
AP Psychology
AP Macroeconomics
AP Microeconomics

• AP Calculus AB, BC
• AP Computer Science A
• AP Statistics
• AP Biology
• AP Chemistry
• AP Physics 1, 2, C

이외에도 신청 가능한 여러 AP 과목들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캠퍼스로 문의해주세요.
* 학점은 BC주 그룹1 사립학교를 통해 이수됩니다.

Q:   이 프로그램의 구성은?
주요 구성 두 가지: ❶ 학생들은 엘리트의 파트너
학교를 통해 BC주 학점을 온라인 수업으로 이수
할 수 있습니다. ❷ 엘리트는 실시간 개인 과외지
도로 수강생들이 좋은 성적으로 학점을 이수하도
록 지원합니다.
엘리트와 파트너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학생
들이 최상의 학업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며
무한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