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학년 과목 선택지-제출하지 말것            2023-2024 학년도 KATHERINE JOHNSON 중학교 

이선택지는 여러분의 2023-24 학년도 과목 선택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선택지는 단지 참고용입니다. 학생 정보
시스템 (SIS) StudentVUE에 과목 입력은 1월 30일에 실시합니다. 이 선택지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수 과목들: 모든 학생은 영어, 공민, 과학 그리고 수학 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함. 이러한 과목들은 일반 과목 
(General Education) 또는 우등 과목 (Honors)으로 수강할 수 있음. 현재 배정 및 진척도에 준하여 하나의 수학 과목을 
선택함. 교사의 의견이 선택에 도움이 될 것임. 모든 학생은 자동으로 보건 및 체육 (Health and PE) 과목에 등록됨.  

일반 과목 (General Education) 우등 과목 (Honors) 고급 학업 센터
(Advanced Academic Center) 

 720033/34 Health & PE 8 자격이 있는 학생은 다음을 수강함: 
112000 English 8 112036 English 8 HN English, Civics, Science 
235700 Civics 8 235736 Civics 8 HN AA 과목들. 수학 과목들은 
311200 Pre-Algebra 또는 313036 Algebra 1 HN 또는 과목 순서에 따라 결정됨. 
313000 Algebra 1 314336 Geometry HN 학생들은 반드시 기하 과목 전에
412500 Invest Matter/Energy 412536 Invest Matter/Energy HN 대수 과목을 이수해야 함. 

1. 3. 2022-2023 학년도 선택 과목들 작성 
(대부분의 학기 과정 과목들은 재수강할 수 없음) 2. 4. 

학생들은 2개의 1년 과정 선택 과목, 1개의 1년 과정 그리고 2개의 학기 과정 선택 과목, 또는 4개의 학기 과정 
선택 과목을 선택함. 선택 과목의 배정은 보장되지 않음. 일부 학생은 진척도, 프로그램 또는 교육 계획에 근거한 
학업적 선택 과목에 배정될 것임. 등록 수에 따라 선택 과목의 정원이 다 차거나 제공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학생은 대체할 선택 과목들을 지정해야 함. 1년 과정 선택 과목들의 수강은 필수가 아님.  

1년 과정 (YR) 선택 과목들: * 표시가 있는 과목들은 기초/선수 과목을 이수해야 함. 7학년의 언어 Part A 과목은 
8학년 언어 Part B 과목의 선수 과목임. 모든 언어 과목은 고등학교 학점이 제공됨. 언어 과목의 수강은 필수가 
아니며, 유창한 언어 구사자는 내년에 국제어 (외국어) 학점 취득 시험을 볼 수 있음. 음악 수업의 배정은 오디션을 
통해 정해질 것임.  

139568 Adv Theatre Arts (YR)* 551500 Spanish 1 Part B (YR)* 923210 Beg. Band (YR) 
511000 French 1 (YR) 551100 Spanish Her Spkrs 1 (YR) 923710 Beg. Orchestra (YR) 
511500 French 1 Part B (YR)* 587000 Korean 1 (YR) 926011 Treble Chorus (YR) 
531000 Latin 1 (YR) 587400 Korean 1 Part B (YR) 926012 Basso Chorus (YR) 
551000 Spanish 1 (YR) 911500 Art Extensions (YR)* 982808 AVID (YR) (지원서 필수) 

학기 과정 (SM) 선택 과목들: * 표시가 있는 과목들은 기초/선수 과목을 이수해야 함. 

110862 Creative Writing 826332 Family & Consumer Sciences 1 (SM) 
139063 Speech Arts Apprec & Broadcasting (SM) 824432 Family & Consumer Sciences 2 (SM) 
139065 Technical Theatre Arts Appreciation (SM) 846432 Engineering 1 Design & Modeling (SM) 
139067 Theatre Arts Appreciation (SM) 846332 Engineering 2 Sim and Fabrication (SM) * 
139569 Advanced Theatre Arts (SM) (YR 과목으로도 제공) 846362 Engineering 3 Adv Design & Prototyping (SM) * 
140032 Music Theatre Appr. 910532 Art Foundations (SM) 
570032 Intro to Foreign Language 910632 3D Art Exploration (SM) 
616032 Coding & Innovative Tech (SM) 911562 Computers in Art (SM) 
616062 Coding & Innovative Tech 2 (SM) * 921132 Music Participation Lab 1 (SM) 
660932 Computer Solutions (SM) 980652 Leadership (지원서 필수) 
660962 STEM Solutions (SM) Library or Office Asst (SM) (지원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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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학부모 및/또는 보호자께, 
 
다음 학년도를 위한 계획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다가오는 학년도에 
자녀가 수강할 과목 선택을 위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함께 협력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학생의 
성공을 위해 여러분과 파트너가 되길 희망합니다! 
 
1월과 2월에 Katherine Johnson 중학교 상담교사들과 교사들은 8학년을 위한 수강 과목 선택을 위해 
자녀와 협력할 것입니다. 이 서신의 뒷면에는 여러분과 자녀가 수강 과목 선택 과정에서 참고로 사용할 
수 있는 과목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1월 30일 학교 수업 중에 내년도 과목들을 학생 정보 
시스템 (SIS) StudentVue에 직접 입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가 수강 변경을 원할 경우, 학생 
정보 시스템 (SIS) StudentVue에 접속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과목 선택은 2월 24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과목 선택 과정에서 자녀의 핵심 (필수) 과목은 자녀에게 적합한 학업적 엄정 수준을 바탕으로 해당 
과목의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Katherine Johnson 중학교는 일반 과목 그리고 AAP 4단계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과 우등 과목으로 학업의 엄정성을 높이길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상급 수준의 
과목들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AAP 4단계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된다면, 자녀가 우등 (Honors) 
과목 및 일반 교육 (General Education)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AAP 센터 수업에 등록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자녀의 교사들 또는 Katherine Johnson 중학교 상담교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월에 Katherine Johnson 중학교 상담교사들은 학업 상담 세션을 위해 모든 7학년생과 개별적으로 만날 
것입니다. 상담교사들은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들에 대해 논의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우등 
과목의 등록은 계속하여 모든 학생에게 개방되지만,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자녀의 교사들과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교사의 제안, 현 과목들에서의 진척 상황, 학업적 강점 및 개인 
관심사를 바탕으로 수강할 과목을 선택하도록 권장합니다. 수학 과목의 고유하고 순차적인 특성으로 
인해 수학 과목을 선택할 때는 특별히 심사숙고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학 과목의 결정 과정에서 
여러분이 자녀의 현 수학 교사 또는 상담교사와 상담하시도록 권장합니다. 더불어, 봄철에 핵심 과목 
조정을 위해 학년말 데이터를 활용하시도록 권장합니다. 
 
학과목 안내서는 Katherine Johnson 중학교 웹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7학년생 및 
8학년생을 위한 필수 과목 및 선택 과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각 과목에 표시된 학년 수준과 선행 
조건에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록은 이 과목 선택지에 나열된 과목들로 제한됩니다. 모든 
학생은 다음을 포함하는 5개의 필수 과목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수학, 영어, 과학, 공민, 보건 및 체육. 
또한, 학생들은 ‘1년 과정 선택 과목 2개’ 또는 ‘학기 과정 선택 과목 4개’ 또는 ‘1년 과정 선택 과목 1개와 
학기 과정 선택 과목 2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과목들은 심화, 전문화 및 탐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선택한 우선순위 또는 대체 선택 수업에 학생들을 배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상충되는 수업 일정, 특화된 학업 프로그램, 등록 수 및 교사 제한 등으로 인해 선택 과목의 
배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공을 확실히 하기 위해 수리 능력, 문해력 및 체계화를 
지원하는 선택 과목들도 학생들의 진척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제공될 것입니다. 선택한 과목들은 학생 정보 
시스템 (SIS)에서 확인 가능하고 여름 중에 확정될 것이며, 학년 종강일 이후로는 어떠한 변경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교가 시작된 후에는 선택 과목의 수강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Katherine 
Johnson 중학교 교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Katherine Johnson 중학교 학생 서비스 및 행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