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oreau 중학교 
7학년이 될 학생들의 등록 활동 

2023년 봄 일정 

날짜 및 시간 행사 대상 장소

2023년 2월 2일, 목요일 
2023년 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2월 2일, 목요일 2월 3일, 금요일 
Oakton 초등학교 Mosaic 초등학교 

Stenwood 
초등학교

Marshall  
Road 초등학교 

Cunningham Park 
초등학교

Flint Hill 
초등학교

Louise Archer 
초등학교

Sunrise Valley 
초등학교

Vienna 초등학교 

Thoreau 활동 박람회 

7학년이 될 학생들은 학교 시간 
중에 Thoreau 중학교를 방문할 
것임. 이 시간은 학생들이 

Thoreau 중학교에 대해 배우고 
중학교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 중심의 시간임. 
알림: 각 지정된 날에 

초등학교에서부터 Thoreau 
중학교까지의 버스편이 제공됨. 

7학년이 될 학생들 Thoreau 
중학교

2023년 2월 2일, 목요일 
눈이 올 경우 대체 날짜:  2023년 2월 9일 

오후 5시 30분 – 저녁 7시 30분 

자세한 초대 및 세션 정보는 Thoreau 중학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7학년이 될 학생들을 위한 
교과과정의 밤 및

선택 과목을 위한 오픈 하우스
그리고 

지역 학교에서 제공되는
4단계 고급 학업 프로그램 

(AAP) 정보 세션

7학년이 될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할 것을

권장함

Thoreau 
중학교

7월 10일, 월요일 – 7월 14일, 금요일 
-또는-

7월 24일, 월요일 – 7월 28일,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12시 
2월 초에 Thoreau 중학교 웹사이트에서 새로운 

소식 및 등록 정보를 확인하기 바람! 

우수한 활동 (EIA) 여름 
프로그램

이 1주간의 프로그램은 
중학교로의 성공적인 전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 및 
기술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7학년이 될 학생들 Thoreau 
중학교

2023년 8월 
오전 9시 – 11시 30분 

날짜 미정 (2023-2024학년도 학사일정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승인 보류 중) 

여러분의 계획을 위해, 이 행사는 개학일 바로 
전의 목요일에 열릴 것임 

자세한 내용의 전단지는 이번 여름에 확인 
가능함 

새로 등록한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학생들은 수업 시간표를 받고, 
교실을 방문하고, 교사, 상담교사 
및 학교 행정인들을 만날 것임 

모든 7학년생들 및 
Thoreau 중학교에 새로 
등록한 8학년생들 

Thoreau 
중학교

2023년 8월 
오후 3시 – 5시 

날짜 미정 (2023-2024학년도 학사일정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승인 보류 중) 

여러분의 계획을 위해, 이 행사는 개학일 바로 
전의 목요일에 열릴 것임 

자세한 내용의 전단지는 이번 여름에 확인 
가능함 

학교 복귀
오픈 하우스

행사 시간 중 가능한 시간 아무 
때나 들러 참여할 수 있는 행사임. 
필수 양식들을 이날 제출하는 
학생들은 개인 사물함의 
비밀번호를 받고, 물건들을 
구입하고, 개인 사물함을 
확인하고, 학부모들에게   

학교 건물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임. 

모든 Thoreau 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

Thoreau 
중학교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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