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2018년 겨울 집중 과정 
 
작가의 워크샵 - 책 만들기 – Mr Tim Graves 

0.5크레딧 – 영어 선택 

학년: 9-12 

제한: 24명 학생 

비용: 없음 

선행 과정:  없음 

자신을 작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쓴 글을 (그리고 이 집중 과정 중에 쓰는 글을) 소책자로 만들어 가족 및 

친구에게 나눠주시겠습니까? 이 워크샵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를 준비하고 책 만드는 소프트웨어로 

레이저프린터로 인쇄할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위해 여러 권을 인쇄할 것입니다. 

 
대중 연설 및 이야기 하기 – Ms McKinlee Covey 

0.5크레딧 – 영어 선택 

학년: 9-12 

제한: 20명 학생 

비용: 없음 

선행 과정:  없음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항상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세요? 이 집중 과정은 자신의 음성을 

찾아서 연설과 이야기를 통해 공유하게 합니다. 사회 정의에 대한 열띤 연설, 자신의 삶 또는 생애에 대한 이야기 

또는 스텐드업 코미디를 이 집중 과정을 통해 자주 작성하고 연습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전문 스토리텔러들을 

보기 위해 견학할 것이며 주 경연대회에서 경쟁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훌륭한 대중 연설가 그리고 스토리텔러가 

되고 자신의 음성을 좋은 곳에 사용하세요. 

 
모험과 봉사 – Mr Ashley Alldredge & Mr Adam Laurenzo 

0.5크레딧 – 역사 선택 

학년: 9-12 

제한: 20명 학생 

비용: $130 

선행 과정:  없음 

야외활동을 좋아하시나요? 동물들을 좋아하세요? 저희와 함께 우리 커뮤니티와 타인들에 대해 그리고 기여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또한 저희와 함께 Kanab의 Best Friends Animal Sanctuary에서 자원 봉사할 멋진 기회를 얻으세요. 

여행 날짜는 2월 23~27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 중국 문화, 역사 및 서비스 – Ms Joy Qiao 

0.5크레딧 – 역사 선택 

학년: 9-12 

제한: 20명 학생 

비용: 없음 

선행 과정:  없음 

중국 문화에서 용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신화적 동물로 중국의 용은 서양의 용과 다른가요? 중국 문화에서 용은 왜 

중요한가요? 중국인의 사고 방식과 미국인의 사고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 차이점은 선천적인가요? 또는 

후천적인가요? 알아보도록 합시다!  



삶을 위한 수학적을 결정 내리기 – Mr Larry King 

0.5크레딧 – 수학 선택 (수학 3의 하위 분류) 

학년: 11-12 

제한: 24명 학생 

비용: 없음 

선행 과정:  없음 

이 과정은 확률, 금융, 통계 및 논리에 대해서 더 배울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성인으로써 결정하는 대부분의 일에 

수학이 관련됩니다. 이 과정의 주요 목표는 학생들이 문제 해결 및 수학 이해에 대한 재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게임 

이론 및 관계의 수학에 대해서 배우고 논리에 기초하는 상위 사고기술에 대한 지식을 넓힐 것입니다. 이 과정은 

수학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매 집중 과정 – Mr Jordan McCormack & Peter Westman 

0.5크레딧 – 과학 선택 

학년: 9-12 

제한: 24명 학생 

비용: 없음 

선행 과정:  없음 

이 매 관찰 집중 과정은 매 관찰의 형태 예술 뒤의 동기, 과학 및 매력을 탐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맹금류에 대해서 

배우고 왜 매는 일반적 맹금류에 대해 특별한지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비행 중인 매를 식별하는 방법과 왜 비행 중인 

매를 식별하며 북에서 남으로 이동할 때 이들의 수를 세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배울 것입니다. 

 
 
과학 실험…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것 – Mr Jonathan Seal 

0.5크레딧 – 과학 선택 

학년: 9-12 

제한: 18명 학생 

비용: 없음 

선행 과정:  없음 

유명한 그리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과학 실험을 와서 보고 실제로 합니다. 기본 실험실 기술을 배워 이후에 

선생님들을 감동하게 하고 모든 과학 수업에서 성공을 준비하세요. 이 집중 과정을 통해 많은 흥미로운 과학 실험을 

할 것입니다. 

 
 

과학수사 – Ms Becki Hulse 

0.5크레딧 – 과학 선택 

학년: 9-12 

제한: 20명 학생 

비용: 없음 

선행 과정:  없음 

우리는 모두 법의학 과학과 범죄현장 조사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멋지지 않고 범죄자를 정의로 끌어오기 위해 

필요한 부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의학 과학이 없다면 매년 수많은 범죄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뒤에 

흔적이 남습니다. 구더기에서 혈흔 또는 식물까지 과학이 범죄를 해결합니다. 

  



완전 방사능 – Ms Jen Kasameyer 

0.5크레딧 – 화학 크레딧 

학년: 9-12 

제한: 24명 학생 

비용: 없음 

선행 과정:  없음 

원자력의 역사와 그 사용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방사능 물질의 발견에서 이들이 붕괴와 이런 원소들의 긍정적 및 

부정적 사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전쟁 기술, 원자력 의학 및 원자력 에너지와 어떻게 사람들이 핵 재난에 대응하며 

핵 겨울이 무엇인지 토론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체르노빌, 스리마일 섬, 히로시마/나가사키, 전쟁 시 사용, 선전, 

영화, 수퍼히어로, 의료 기술 및 이 분야 직업에 대해 토론할 것입니다. 핵연구 원자로를 방문하고 이 분야 전문가와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주: 이론과 미개척 여역  – Mr Timothy Rosenvall & Tobin Biesele 

0.5크레딧 – 과학 선택 

학년: 9-12 

제한: 50명 학생 

비용: 없음 

선행 과정: 없음 

행성, 별, 태양계, 은하, 우주 전체. 우주는 많은 이론과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해 답변을 얻지 못한 질문이 

있습니까?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거나 최소한 답변을 찾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타주의 공기 품질 – Mr Mark Hutter & Mr Dallin Lewis 

0.5크레딧 – 과학 선택 

학년: 9-12 

제한: 18명 학생 

비용: $175 (학생이 Solitude에 시즌권이 있는 경우 불필요) 

선행 과정: 없음 

공기 품질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 원하세요? 유타주 공기 및 눈 집중 과정에 등록하세요. 지역 TV 방송국에서 2일 

동안 어떻게 그리고 왜 “역전”이 발생하는지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유타주 대학에서 하루 동안 대기과학부에서 

공기 품질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Solitude 리조트에서 3일 동안 스키를 타고 눈에 대한 과학과 역전 위의 공기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Park City를 방문하여 1일 동안 전기 버스에 대해 배우고 탑승할 것입니다! (이 

집중 과정을 선택하려면 스키 또는 보드 중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DECA – Ms Sara Casaday 

0.5크레딧 – 일반 선택 

학년: 9-12 

제한:  학생 

비용: $100 

선행 과정: DECA 멤버 

이 집중 과정 중에 AISU DECA 의 활성 멤버들은 DECA 주 경쟁에서 학습, 연습 및 준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생들은 지역 비즈니스 리더들에게서 배울 기회가 주어집니다. 

  



피아노 크래시 코스 TA(강의조교) – Ms Kimberly Marsden 

0.5크레딧 – 예술 

학년: 9-12 

제한: 1명 학생 

비용: 없음 

선행 과정:  선생님 승인 필요 

경험이 많은 피아니스트이고 이 과정에서 조교가 되고 싶으면(피아노를 가르치는 방법을 배울 기회) 이 기회에 대해 

Kimberly Marsden (kimberly.marsden@aisutah.org)에게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십자수 – Ms Jessica Lindow 

0.5크레딧 – 예술 

학년: 9-12 

제한: 20명 학생 

비용: 없음 

선행 과정:  없음 

자신을 나타내는 그림을 자수 캔바스 작품으로 바꾸는 것을 배웁니다. 십자수는 캔바스에 작은 x자를 만드는 

미술입니다. 그래프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반영한 십자수를 디자인하고 만들 것입니다. 

 
 
모든 현악기 – Ms Lauren Posey 

0.5크레딧 – 예술 

학년: 6-12 

제한: 15명 학생 

비용: 없음 

선행 과정:  없음 

전문 현악기 음악가가 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기에서 공연, 오케스트라, 실내악, 음악 이론, 

교수법 등에 대해서 깊이 배워봅니다. 이 과정에는 게스트 예술가의 방문 및 학교 후 콘서트 견학여행이 포함됩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또는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여러 비올라 관련 농담을 알아야 합니다! 악기에 대한 

이전 경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뮤지컬, Legally Blonde Jr – Ms Sarah Houghton & Ms Shauna Brand 

0.5크레딧 – 예술 

학년: 9-12 

제한: 40명 학생 

비용: 없음 

선행 과정:  이미 Legally Blonde의 배역이어야 함 

이 집중 과정은 Legally Blonde 배역에게 필수입니다. 

  

kimberly.marsden@aisutah.org


저에게 쉴 곳을 주세요 – Mr Trevor Huish 

0.5크레딧 – 예술 

학년: 9-12 

제한: 24명 학생 

비용: 없음 

선행 과정: 없음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에 잔돈을 더 주거나 치즈버거를 준 적이 있나요? 아마 다른 무엇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이 이들의 삶에 도움이 될ㄲ?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수업에서 더 힘든 삶을 사는 노숙인 

이웃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을 지원하여 더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술을 행동주의 및 참여의 

도구를 사용하여 이들의 삶과 이야기를 알아보고 존중하는 것을 배웁니다. 

 
 

레벨업!  – Mr Robert Pyles 

0.5크레딧 – CTE 

학년: 9-12 

제한: 20명 학생 

비용: 없음 

선행 과정: 없음 

비디오게임은 팝컬처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게임을 즐깁니다. 이 집중 과정에서 

우리는 게임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자신만의 플랫폼 게임을 만드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Adobe Photoshop 

및 Game Maker Studio를 사용하여 실제와 같은 게임 만드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이 집중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프라이트, 지형, 적군, 위험물, 애니메이션, 음향효과 및 기타 원하는 메커니즘을 만들 것입니다. 끝에 우리를 모든 

것을 Game Maker에 넣어 레벨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끝에 학생들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집으로 가져가서 원할 때 

계속 프로젝트를 하기 원합니다. 모두 각기 다른 경험을 할 것입니다. 표준 플랫폼에서 많은 다양한 방향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히트송을 만드는 방법! – Ms. Mandi Kitchen 

0.5크레딧 – CTE 

학년: 9-12 

제한: 24명 학생 

비용: 없음 

선행 과정:  없음 

어떤 곡이 왜 듣기에 좋은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직접 곡을 만들기를 원한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만든 곡을 

데모해 보기를 원합니까? 곡을 만드는 것은 배울 수 있는 예술이며 음악이 그저 소음이 아닌 이유이며 시간이 지난 

후에도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저와 함게 AISU 곡 만들기 집중 과정에 

함께 하세요. 

  



동계 올림픽 – Mr Tyler Mork & Mr CJ Kavanagh 

0.5크레딧 – 0.25 CTE, 0.25 PE 참가 

학년: 9-12 

제한: 30명 학생 

비용: 없음 

선행 과정:  없음 

우리는 동계 올림픽에 관련된 문화와 스포츠를 탐험할 것입니다. 이 집중 과정은 올림픽의 역사, 문화,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집중 과정에는 게스트 연설자가 있으며 각 스포츠와 올림픽 레벨에 도달하기 위해 직면하는 

도전 과제에 대해 시청하고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올림픽 개최지를 방문하고 우리만의 올림픽 이벤트에 참가하고 

우리만의 컬링링크를 만들 것입니다. 

 
 
농구 – Mr Nate Noorlander 

0.5크레딧 – PE Participation 

학년: 9-12 

제한: 20명 학생 

비용: 없음 

선행 과정:  없음 

우리는 농구의 기본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할 것이며 챌리지 및 토너먼트로 경기할 

것입니다. 함께 교실 밖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겨울철 평생 활동 – Ms Chelsea Ashton & Ms Robin Tenbrink 

0.5크레딧 – PE 평생 스포츠 

학년: 9-12 

제한: 35명 학생 

비용: $25 

선행 과정:  없음 

겨울철에 Wasatch Front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2주 동안 우리 지역의 산에서 다양한 활동을 

탐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이킹, 스케이트, 피클볼, 등산을 할 기회를 얻고 기타 많은 재미있는 평생 활동에 참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Olympic Oval을 방문하고 여기의 활동을 탐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활동의 분석, 영양 및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아발견의 매개로 코바늘 뜨개질 – Ms Katherine Jussaume 

0.5크레딧 – 일반 선택 

학년: 9-12 

제한: 24명 학생 

비용: 없음 

선행 과정:  없음 

코바늘 뜨개질을 배우고 동시에 책을 읽고 토론합니다! 왜? 여러분은 독서를 좋아하는 창의력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정기적으로 시간을 같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독서 목록에 있는 책을 읽는 동기를 얻거나 코바늘 

뜨개질 프로젝트를(또는 코바늘 뜨개질을 배웁니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어떻게 독서와 뜨개질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배울 것입니다. 클럽에 함께 해 주세요! 

  



1960년대 – Mr Andrew Teumer 

0.5크레딧 –  0.25 미국 역사, 0.25 영어 11 

학년: 11학년만 

제한: 20명 학생 

비용: 없음 

선행 과정:  없음 

미국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1960 년대는 20 세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집중 

과정에서 우리는 냉전시대, 시민운동, 베트남전, 예술, 음악, 영화 및 문학을 통한 대항문화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도금 시대 – Ms Katlin Allison 

0.5크레딧 –  0.25 미국 역사, 0.25 영어 11 

학년: 11학년만 

제한: 24명 학생 

비용: 없음 

선행 과정:  없음 

“광란의 20 년대”와 “도금 시대”와 같은 별명으로 미국의 1920 년대가 특별한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계급, 소비자 중심주의 및 문화가 이 

위대한 번영, 화려한 파티와 흥미로운 정치의 시대에 대해 배우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환경 자선: 미국 서부의 역사 – Ms Pippa 

Keene 

0.5크레딧 –  0.25 미국 역사, 0.25 영어 11 

학년: 11학년만 

제한: 18명 학생 

비용: $150 

선행 과정:  없음 

미국 서부와 정착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캠퍼스 밖으로 유타 남부의 필드스테이션으로 여행하여 영향, 수필, 시, 댄스, 

토론과 회상을 통해서 이 주제를 탐험하겠습니까? 서부의 렌즈를 통해 본 미국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멋진 모험에 

함께 하세요. 

우리는 Capitol Reef의 필드스테이션에서 LEED가 인증한 기숙사가 있는 건물 또는 Moab 근처의 Rio Mesa 

필드스테이션에서 캔바스 벽을 둘러 쌓인 텐트에서 사흘 밤을 지낼 것입니다. 우리는 하이킹을 하고 주변을 

탐험하고 많은 시간을 학습과 독서에 사용할 것입니다. 동료들과 협업 및 참여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자연주의 – 역사에 음모 – Mr Derek Varn 

0.5크레딧 –  0.25 미국 역사, 0.25 영어 11 

학년: 11학년만 

제한: 25명 학생 

비용: 없음 

선행 과정:  없음 

학생들은 역사적 음모론과 이들 뒤의 진실 또는 거짓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학생들은 역사 연구 방식을 사용하여 

미국 역사에 대한 대안과 음모론적 관점에 대해 배우고 실제 역사 연구가 보여 주는 것과 어떻게 비판적 사고 및 역사 

분석으로 미국을 이해할 수 있는지 배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구에서부터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주요 및 추가 

연구에서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 최고의 진실을 발표할 것입니다. 

  



시간에서 한 땀 – 미국의 뜨개질과 행동주의의 역사 – Ms Khristian Owens 

0.5크레딧 –  0.25 미국 역사, 0.25 영어 11 

학년: 11학년만 

제한: 20명 학생 

비용: 없음 

선행 과정:  없음 

독립전쟁에서 최근 대통령투표까지 미국인들은 뜨개질을 자신들이 믿는 것을 주장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뜨개질하는 방법을 배우고 솜털 친구들을(양, 알파카와 토끼들) 만나서 뜨개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배우세요.  양파껍데기, 도토리 및 비트와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뜨개실을 만들고 염색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뜨개질이 어떻게 우리 역사를 만들었으며 우리 자신의 뜨개질 행동주의를 통해 어떻게 계속 

우리 미래에 영향을 줄 것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학생 독립적 집중 과정 

최대 0.5크레딧 – 제안 및 감독 선생님에 따라서 

학년: 9-12 

선행 과정:  학생 제안 마감은 2월 1일 

학생이 자신의 집중 과정을 설계하기 원하는 경우 필요한 학습 목표, 상세한 일정 및 리소스(공간, 자료, 기술)를 

포함하는 전문적 제안을 개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집중 과정을 제안하기 전에 학생들은 자신의 주제와 가장 

관련된 주 과정 표준(http://www.uen.org/core/)을 선택하고 어떻게 표준을 충족할 것인지 식별해야 합니다. 이외에 

학생들은 자신들의 주제에 적합한 선생님을 찾아서 만나야 합니다. 이 정보를 수집했으면 AISU 집중 과정 제안 

양식을 작성하고 제안 문서를 첨부하십시오. 

http://www.uen.org/c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