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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린저 초등학교  
(Challenger Elementary) 

출석 
출석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름학교는 반 나절 수업이 

단지 4 주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따라서 출석에 

전적으로 힘을 기우려야 합니다. 학 부형님들께서는 

귀 자녀들이 여름 학교에 매일 출석하도록 전적인 

관심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표 

7월 6일 – 7월 30일 
월, 화, 목, 금 9:00-12:00 대면 수업 

수 요 일                 9:00-12:00 온라인 수업 및 

                                         버추얼 야외 여행 

교통편 (Transportation) 
개편된 뻐스 교통편이 본 챌린져 초등학교 

(Challenger Elementary School) 제공됩니다. 

질문?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여름학교 웹 주소에서 

찾던지 아래 연락처에 연락 하세요: 
Keira Anderson, Summer School Coordinator 

Email: andersonkd@mukilteo.wednet.edu 
        
Jen Caione, EL Facilitator 
       Email: caionejp@mukilteo.wednet.edu 
 

 
 

 

  등록 

이 푸로그램은 6월 1일 까지는 초청자에 한해 

실시합니다. 대기자 명단 정보를 받으려면 학교에 

연락 하십시오. 

 
학생들은 5월 첫째 주에 교사로 부터 여름학교 

등록 초청을 등록 링크를 통해 받게 될 것입니다. 
 
등록 확보를 위해서,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늦어도 

2021년 6월1일 까지 담당 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름학교 웹싸이트 에서 찾아 

볼수 있습니다. 즉: 
https://www.mukilteoschools.org/domain/2075 
 

6월 말쯤, 다음과 같은 여름 학교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는 서류 뭉치가 발송 될 것입니다:  
• 증명서 양식 
• 교사 이름 
• 교통편 정보 
• 출석/귀가 이름 표 

 
 
 

 
 
       

   

 
 

2021 
초등학교 여름 학교 

7월 6일 (화)-  
7월 30일 (금) 

Committed to Success for Every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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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푸로그램은 6월 1일 까지는 초청자에 한해 

실시합니다. 대기자 명단 정보를 받으려면 학교에 

연락 하십시오. 

푸로그램 내용: 
이 푸로그램은 머킬티오 학군의 유치원 부터 

초등학교 4학년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제공 됩니다. 

이 푸로그램은 자기 학년 수준 미달인 학생들에게 

교습 지시를 잘 따르고 언어 개발을 제공 하도록 

고안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상당히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글을 깨우치는 것과 수학 능력을 증진하는 

기회를 줄 것이며 적극적이고 성장할 마음으로 

닥아오는 학년을 더 잘 준비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름하교 일일 시간표 
 
 글 깨우치기 능력—학생들은 차별화된 교습 

전략을 포함한 성장하려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균형 잡힌 글 깨우치기 푸로그램에 참여합니다. 
 STEAM—학생들은 STEAM (과학, 기술, 

엔지니어릴, 미술, 수학) 에 관한 실제 실험과 

유사 실험에 참여 합니다. 
 여름 활보--학생들은 활동적이고, 종일 움직여야 

되며 “수 마일” 거리를 걷게 됩니다. 
 도서관—학생들은 공중 도서관 잭을 이용할 것 

입니다. 
 
 
 
 
 
 
 

머킬티오 학군은 연방 및 주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어떤 
푸로그램이나 활동에 있어서, 성별, 종족, 교리, 종교, 

피부색, 출신국,나이, 참전용사나 군 신분, 성적 지향, 성 

표현 또는 성신분, 장애 또는 훈현된 인도견 또는 써비스 

동물 사용 여부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소년단이나 기타 

청소년 단체가입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아래 열거한 

개인들이 차별대우에 관한 질문이나 불평을 담당하도록 

지명회어 있음: 
: 
Title IX Officer - Bruce Hobert (425-356-1325), 
Section 504 Coordinator - Lisa Pitsch (425-356- 1277), 
and the ADA/Access Coordinator - Karent Mooseker 
(425-356-1330), all located at 9401 Sharon Drive in 
Everett, WA 98204. Inquiries regarding ADA/Access 
issues at Sno-Isle TECH Skills Center should be 
directed to Maggie Bagwell, Director (425-348-2220) 
at 9001 Airport Road in Everett, WA 98204. 

 

이 푸로그램은 6월 1일 까지는 초청자에 한해 

실시합니다. 대기자 명단 정보를 받으려면 학교에 

연락 하십시오. 

 
푸로그램 내용: 

이 푸로그램은 중학교 과정들을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하는 머킬티오 학군의 현 5학년 학생들을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 푸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성공적 

전환을 위한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용한 각종 과목, 활동 및 체육, 그리고 성공을 위한 

팁 (공부 기술, 시간관리 및 조직성). 이 푸로그램은 

또한 학생들이 중학교 학년을 잘 시작하고 준비 

하기위해 성장에  마음을 두고, 학습 기술을 

유지하며, 푸로젝트 중심 스팀(STEAM)을 시행하고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학과 수업 시간 

    대면 수업: 월, 화, 목, 금   오전 9시-오후12시 

    온라인 수업: 수요일           오전 9시-오후12시 

 
수강 신청은 선착순 

(first-come, first-served)  
 
 
 
 
 
 
 
 
 
 

중학교 입학 과정  K-4 이상 학년 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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