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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이 되는 학생의 학부모님께
개인의 목표, 관심사 및 능력 면에서 다양한 선택 과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학교 학생을 위해 영어,
수학 및 과학 분야에서 이사콰 학구가 제공하는 고급 및 속성 선택 과정을 소개하기 위해 이 서신을
드립니다. 고급 언어 과정에 관심이 있거나 1년간의 과학 또는 수학 내용을 건너뛰는 학생의 가족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급 과정에서 성공을 거두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
•
•

뛰어난 관리 능력
통지표와 표준 시험의 수학 및 독해 성적이 지속적으로 높음
난이도 높은 내용을 다루기 위한 뛰어난 의사 소통 및 독해 능력
어려운 내용을 배우기 위한 동기 부여, 정서적 준비/성숙, 인내력 및 체력. 참고: 고급 과정 학생은 나이가

많은 학생과 함께 수학 및 과학 수업을 받게 됩니다.
•
•

토론, 그룹 또는 개별 프로젝트 및 실험실 등 수업의 모든 측면에 능동적으로 참여
수업 시간 외에 더 긴 시간 동안 공부할 준비. 스포츠, 음악 및 동아리 가입 등 모든 과외 활동에 대한

자녀의 시간 사용을 고려하십시오.
•
•

일반 과정을 택했을 때보다 낮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을 이해
강건한 공부 습관과 계획, 학습에 참여하려는 강한 열망

이것은 학생과 가족에게 중요한 결정입니다. 언어 과정에 대해서는 매년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학과 과학의 경우, 일단 학생이 학년 수준보다 높은 과정을 시작하고 나면 어떤 한 시점에서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코스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수학 및 과학 과정을 건너뛰면 이 수업들에서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는 내용 지식을 약간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과정을 선택할 때 고려할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급 언어 과정 준비도 기준
4학년 SBA 영어: 2633 이상
5학년 통지표의 독해 및 작문 성적: 4

CC7/8 수학 준비도 기준
(내용 건너뛰기)
일반 핵심 6 숙련도 평가: 80% 이상
4학년 SBA 수학: 2643 이상

과학 과정 2 준비도 기준
4학년 SBA 영어: 2633 이상
4학년 SBA 수학: 264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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