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학년도 중학교 여름 학교 

6 학년 부터 8 학년 대상 여름 학교는 Voyager Middle School 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오전 9시 

부터 12시 정오까지 학교에 다닙니다; 단 8학년 학생중 두 과목 즉 워싱톤 주 역사와 엘리트 피트니스(WA State 
History and Elite Fitness) 선택자는 오전 8시 30분 부터 오전 11시 30분 까지 수업합니다.   

대면 수업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있습니다. 비 동석 수업은 매 수요일에 있을 것입니다.  

중학교 여름 학교는 6 학년 부터 8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 중에 다니기를 원하는 어떤 학생들에게 라도 열려 

있습니다.  

현재 8 학년인 학생들은 성공적으로 이 과정을 마치면 공등학교 선택과목으로 .50 크레딛을 받을수 있습니다.  

출석이 아주 중요하므로,  여름 학교에 등록하고 3 일 이상 결석할 수 없습니다. 매 수요일에 실시 되는 비 동석 

수업에 꼭 출석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이 수업시간 동안 교사들과 급우들과 잘 관여하고 토론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집에서 과목 숙제을 완성하기를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당장 가지고 가서 먹을수 있는 점심 도시락이 준비될 것입니다. 
• 제한된 노선을 운행하는 왕복 뻐스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21 년도 여름 학교 등록 마감일은 오는 6 월 17 일(목) 입니다. 

중학교 선택 사항 (options) 

• 6/7 학년 – 통합 블럭(Integrated Block) – 읽기와 수학에 있어서 구사 능력 증진과 유지 
• 8 학년 선택 사항 – 현재 8 학년인 학생들은 다음 과목중에 한 과목에 등록할 수 있으며, 만일 그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0.50 크레딭(credit)을 취득할 것입니다: 
o 통합 블럭(Integrated Block) 반 – 수학과 영어 과목에 과외 수업으로써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고안된 반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고등학교에 성공적으로 진학하게 하는 것임. 
o 고등학교 소개 (Kamiak 또는 Mariner 고등 학교) –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초조하거나, 더 잘 

준비하고 더잘 관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안 되었음. 
o 워싱톤 주 역사  - 졸업 필수과목을 충족시키지 못한 8 학년 학생들을 위한 것임 (수업 시간:오전 

8시 30분 부터 오전 11시 30분 까지) 
o 엘리트 피트니스(Elite Fitness) – 여름철 기간에 신체적으로 적합한 조건를 유지하기 원하는 

학생들을 위함(수업시간 밑 장소: 오전 8시 30분 - 오전 11시 30분 까지  Mariner HS 에서) 

학생들은 이 푸로그램에 남아 있기 위해서는, 교사들과 푸로그램에 대응/관여 하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야 

합니다. 관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크레딛을 받지 못한채 제적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학교 생활상 부 정직성 (컨닝, 표절, 복사, 다른 사람의 작업물을 자기 것으로 제출)에 개입된 

학생들은 크레딛 받지 못하고 제적 될 것입니다. 
 
https://www.mukilteoschools.org/Page/1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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