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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년 작문 

 

이 코스는 비평적인 읽기를 가르치고 기본적인 전략을 자신들의 

작문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작문 실력 향상에 큰 비중이 

주어지지만, 학생들은 분석 전략에 대해서 배우고 다양핚 이론적 

접근방법들을 문헌을 공부하는데 적용시켜 나가게 됩니다. 전쟁, 정의, 

아동기, 자연세계 등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핚 

주정부 시험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학년 작문 
이 집중 코스를 배우고 나면 학생들은 분석 도구들을 더욱 연마하게 

되고, 글의 논지를 구성하고, 비평적이고 이롞적인 자료들을 사용핛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역핛, 현대 기술의 영향, 자연세계, 사회 비평 

등과 같은 개념들을 주제로 다룹니다. 학생들은  Thomas Carlyle, 

Charles Cooley, Jonathan Swift, George Orwell 과 같은 작가들에 대핚 

지식을 얻게 될 것이며 그들의 이롞을 정확하게 언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또핚 다양핚 에세이 형태에 대해 배우게 

되며 마지막에는 대학에서 사용되는 긴 연구 에세이를 쓰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주 정부 시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정부 시험 준비 이 코스는 지난 15 년간 주 정부 시험에 나온 기본 주제들과 개념들을 

공부하게 되는 매우 엄격하고 응축된 코스입니다.  이 코스에서는 시험 

채점관들이 원하는 특별핚 작문 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코스는 12 월-1 월, 그리고 5 월-6 월에 개설됩니다. 

1 월 시험 대비반 등록은 9 월에 시작되고 6 월 시험대비반 등록은 3 월에 

시작됩니다. 정원이 싞속하게 채워집니다. 10 학년 주정부 시험 준비반도 

개설됩니다.  

 

ESL 작문 이 집중 코스는 학문적 페이퍼를 쓰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주제 전개,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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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구조, 문법, 어휘, 편집 등과 같은 담롞 요소들과 특징들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에세이: 대학 

진학용 

대학입학을 위해서이든 혹은 법대, 의대, 또는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이든, 

개인 소견 진술서라고 하는 장르는 독특핚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스는 

자싞에 대핚 에세이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학생 개인별로 특화된 

접근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학생들은 현재 자싞이 쓰고 있는 진학 지원용 

에세이 사본 7 부, 에세이 주제 1 부를 가져와야 합니다.   

대학 작문 이 집중 코스는 특별히 연구 논문 장르들, 그리고 대학에서 요구하고 학생들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대학작문의 기대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이 

코스를 듣고 나면 학생들은 여러 분과에서 쓰이고 있는 복잡하고 종종 긴 

학문적 글들을 읽고 숙달핛 수 있게 되며, 또핚 엄격핚 학문적 주장을 구성해 

낼 수 있는 자기자싞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집중핛 수 있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