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CHOOL CREDIT REQUEST
고등학교 크레디트 선청서
For high school applicants only - Please have your previous school complete this form.
고등학교 지원자에게만 해당 - 이전 학교에서 이 양식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Date/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of School to which the request is being made/요청한 학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udent full name/학생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eriod of enrollment/학교 등록 기간: _____________________Grade level(s)/등록한 학년: ____________________
-----------------------------------------------------------------------------------------------------------------------------------------------------------The above named student is applying to Shenyang Transformation International School. Our Student Services Office
requires an average of the minutes spent each week for all subjects this student has taken at your school so that we
can transfer the appropriate number of credits. Please complete the information on the following chart so we can
ensure this student receives the transfer credits earned for previous courses.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Thank you for your assistance.
위에 있는 학생은 심양 국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목에 대해 매주 평균 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 학생이 수강 한 모든

이전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음 차트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Course Name/과목

9th Grade/9 학년

10th Grade/10 학년

11th Grade/11 학년

Average number of
minutes per week/주당

Average number of
minutes per
week/주당 평균 시간

Average number of
minutes per
week/주당 평균 시간

(분)

(분)

평균 시간 (분)
English/영어
Mathematics/수학
Science/과학
Social Studies/사회학
Fine Arts: Music/음악
Fine Arts: Visual Arts/시각 예술
Fine Arts: Theater Arts 무대 예술
Physical. Education/체육
Chinese Language/중국어
Other Foreign Language/외국어:
Technology/테크놀로지, 기술
Moral Education/도덕
Other/기타:
Other/기타:

예: 월요일에 영어 수업이 60 분이고 목요일에는 영어 수업이 90 분 입니다. 그러면 주당 평균 시간는 = 60+90/2 = 75 분

I confirm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위의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Name of person completing this form / Title 이 양식을 작성하는 사람의 이름/직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isedu.org

Date /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

+86 (024) 3126-2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