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컨 초등학교 

사명사  

 

학생, 가족 및 교직원의 공동체인 에이브라함 링컨 초등학교는 모든 학생의 행동적, 사회적 및 학업적 

성공은 동등히 중요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지원되는 안전하고 긍정적이며 존중받는 학교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교 사무실 업무시간  
 

월 – 금요일   
오전 7Æ30 - 오후 4Æ00 

 

전화Æ (818) 249-1863 

 

팩스Æ (818) 249-7876 

 

www.gust.net/Lincoln 
www.golincolnlions.org 

 
        

교가 

(“On Wisconsin” RH®dp 맞Cndj QnFMå) 

 

Onward Lincoln, Lincoln Lions. 
Keep your goals in sight. 

Raise your voices for the school 
With colors red and white. 

Fight! Fight! Fight! 
Friends forever, ceasing never. 

Knowing truth and right. 
Lincoln teachings we’ll remember, 

Day and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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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 라이언스의 집  
 

 

수업 시간 – 정규(월-금요일) 
  

rKåEH®  tlwK®   DhwJß 8Æ00 

DbclD|ß                               DhwJß 8Æ10-DhGn 12Æ27 

1-3gK®sUß                          DhwJß 8Æ10-DhGn 2Æ03 

4-6gK®sUß                           DhwJß 8Æ10-DhGn 2Æ23 

 

 

 

수업 시간 – 단축 수업일 

  

 유치원 전체                                                              DhwJß 8Æ10-DhwJß 11Æ20 

 1-3gK®sUß                            DhwJß 8Æ10-DhwJß 11Æ32 

 4-6gK®sUß                             DhwJß 8Æ10-DhwJß 11Æ54 

 

수업 시간-조정일: 5월 24일에만 적용(링컨 500) 
  
 유치원 전체                                                              DhwJß 8Æ10-오후 12:02 
 1-3gK®sUß                            DhwJß 8Æ10-오후 2:01 
 4-6gK®sUß                             DhwJß 8Æ10-오후 2:11 
 

 

휴식 시간 

 유치원  DhwJß  9:45-DhwJß 10:00 

 1-3gK®sUß                           DhwJß 10Æ00–DhwJß 10Æ15 

 4-6gK®sUß                        DhwJß 10Æ15-DhwJß 10Æ30 

 

 

점심 시간(비오는 날 포함) 
  

 1-2gK®sUß    DhwJß 11Æ40-DhGn 12Æ25 

 3 aLç 4 gK®sUß                   DhGn 12Æ00-DhGn 12Æ45 

 5 aLç 6 gK®sUß                         DhGn 12Æ20-DhGn 1Æ05 

 5월 24일(만 해당): 1-6학년    DhGn 12Æ00-DhGn 1Æ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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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 학교 간의 소통 
 

목요 폴더, 3링 바인더 및 링컨 계획 캘린더 

링컨 학교 및 글렌데일 교육구 정보는 매주 목요일 “목요 폴더”를 통해 학생편에 가정으로 전달되며, 이 폴더는 학부모에 

의해 이니셜(이름의 첫 글자)이 표기되어 그 다음 날 학교에 제출되어야 한다. 3-6 학생들은 학교에 의해 계획 

캘린더가 제공된다. 학생 계획자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일일 통신을 제공한다. 4-6 학년생들은 또한 중학교로의 

과도기에 자신들을 돕기 위해 링컨 계획 캘린더를 사용한다. 학부모는 학생 계획 캘린더를 삽입하고 자료물들의 

정리정돈을 돕기 위해 학사년 초에 권고되는 ”링컨” 3링 바인더를 구입할 수도 있다.  

 

DbD;Æ tkcLßg/, woeKß, 6gK®sU ß D'D| ßG/ wJ ∂QhF M ƒ 포함하여 gK®tO ∂vUßdp rkwJ ∂DmFh qhsowlrjsk 

gK®Rydptj qoQnE/S M ß AhE M ß X H ∂tLßA N ßD M ß 배부 wJßdp RywK ∂dlsk RyD B ®Rndp D;go T M ∂dLße/djdi gKßek.  

 

면담   

wksu RytkD]D; aUßeKådlsk AhdLåDMß dlapdLƒ을 XH∂go wL®wJœ Rytkdprp dUßfK®gKåDmFh…j r[G?®E?ƒ Tn dL∫ek. RytkSMß 

rkSM∂gKß gKß 조속히 gK®QnAhdprp dUßfK®gkdu vUßflgKß tlrKßDMƒ  wJ∂gKƒ rJ†dlek.  

 

이메일 통신 

학부모는 모든 링컨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다.  

     RywL®D | ß dlapdLƒ WnThÆ 

      1) dlFMåd; 첫 글자를 xkdlVmgkRh   

      2) tJ∂ …lFMƒ xkdlVmgKß Gn  

      3) @gusd.netFMƒ xkdlVmgkaUß E?ßek. 
d[Æ Barbara Fariss  RywK∂D; dlapdLƒ Wnth - bfariss@gusd.net 
 

gK®Qnah dKßsotj 

gK®QnAh dKßsotjSMß gK®Rydp D;go CNƒvKß·dLßT‘E/SMß rJ†DmFh fL∂zJßd; AhEMß rkwJ∂dp 가용하며, 안내서는 우리 교정에 

관한 gO∂wJ∂ qK∂cLå, 스케줄 aLç   fL∂zJßD; aKµDMß G}ƒEH∂ roDydp eogKß WN∂dygKß wJ∂QhFMƒ eKåRhdL∫ek.  
 

기억	 하세요Æ 주간 전자 회보 

www.golincolnlions.org dp wJœTH®gkdu C/RMß fL∂zJß ThTL®dp 접할 수 있도록 주간 전자 회보를 신청한다.  
 

“ fL ∂zJß  fkdldJßTm” zOƒf L ßej  
링컨 라이언스 “실시간” 캘린더는 링컨 웹사이트 www.golincolnlions.org에서 가용하다.	 매주	 주요사항들은	 
이메일되며	 매주	 일요일에	 전화로	 보내진다.	  
 

옥외 전광판 

다가오는 행사 및 날짜들의 알림은 알트라 애비뉴 상의 학교 교문옆에 있는 옥외 전광판에 매주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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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별행사 

 
• 개학일 전 

 

AhEMß gK®sUßd; gK®RMœ aU∂eKßDMß 개학일 전날 DhGn 4Æ00-8:00 사이에 dKƒXnfk rpdlXmdp rptlE/au, 개학일 전날 저녁부터 

개학일까지 http://www.gusd.net/lincolndptj 접근 가능할 것이다.    

 

• 개학일  
gK®tO∂EMƒDMß to Rytkrk wktLßDMƒ 맞dlgkSMß wktLßd; to RytLƒFh wL®wJœ rJƒdjrKƒ Tn dL∫ek.  AhEMß  gK®QnAhEMƒDMß “ChaUß dLßtk”FMƒ D'go, 
RmflRh tkcLßG/, woeKß aLç  6gK®sUß D'D|ßG/FMƒ D'gKß D'D|ßG/ dLƒdp wkD|ßQH∂tk tLßcJ∂DMƒ d'go DhwJß 8Æ15, rK∂eK∂dptj dUƒflSMß fL∂zJß 

G}ßdU∂ ekR]dp CheoE?ßek. 수줍어하지 마세요 - (피하지 마세요)! 

 

• qO®-Xn-TmZ N ƒ skdL†   

dl “gK®QnAhaKß”DMƒ D'gKß wjsU® gO∂tkSMß wksuD; eKådLåRytkFMƒ aKßskRh DHƒ  gK®tksUßd; RyR]R]wJ∂dp eogo qoDnSMßep ChwJåDMƒ ENßek. 
이는 tlrKß wpgKß aLç ekTnD; gK®Qnah가 Rytk를 aKßskrlFMƒ D|ß함으로 dLßgo gK®Qnah aUßeKå을 위한 시간이 아니다.  

 

• tkwLß C}ƒdU ∂dLƒ 

AhEMß gK®tO∂R] RytkEMƒDMß rodLß  aLç  gK®RMœtkwLßDMƒ C}ƒdU∂gkau tkwLßDMß ekdI∂gKß  vozlwlFh RndLœgKƒ Tn dL∫ek. 또한 유치원과 6학년을 

위해 파노라마 사진을 제공할 것입니다.  

 

• wJ®tO® flQ H ß WnrKß 

wJ®tO®  flQHßWnrKßDMß 1986sUß dlfo 미전국DMƒ XH∂go dUßf[ gK®RygO∂tkFh RhcK®E/dJ∫ek. tkcLßg/dp D;go WhwJ∂E/SMß wJ®tO® flQHß 

G}ƒEH∂EMƒDMß dKßwJßgkRh akdI®dJ≥SMß alRN®DMƒ wlgI∂gkdu XH∂dLƒE?ß, RM∂wJ∂wJ® aLç  rktlwJ® DNßEH∂DMƒ qJƒflSMß rJ†dlek. Qhek tK∂tpgKß wJ∂Qh aLç 

wJ®tO® flQHß WnrKßdp EhDNåDMƒ WnSMß qK∂tL®dp eogo dKƒdkQhrl D'gotJß tkcLßG/Æ Lincolnpta@golincolnlions.org 에  wJœTH®gKßek. 
 

• Ehtj qK®fKåG/ 

일(1) WnrKßd; dl gO∂tk EH∂dKß gK®tO∂EMƒDMß AhEMß dUßfU∂d; EH®wkFMƒ D'gKß ekdI∂gKß dI∂wLƒd; 단단한 표지 및 종이 표지 cO®EMƒDMƒ RndLœgKƒ 

Tn dL∫ek. qK®fKåg/SMß ˚hgKß gO∂tk WnrKß EH∂dKß gK®QnAhdprp qK∂ANß rlG/FMƒ wpRH∂gkrl D'go gkFn wjsU® 오픈한다. tkcLßG/ 

wkD|ßQH∂tkwkEMƒdl QH∂tkgkSMß dl dLßrl gO∂tkSMß EhtjtLƒDYH∂ Ehtj RndLœ rlRMåDMƒ WhtJ∂gKßek.  

 

•  달걀 떨어뜨리기 

학생 엔지니어 기계 장치는 갈고리 및 소방차의 사다리 꼭대기에서 자신의 생 계란을 떨어뜨렸을 때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달걀들은 몇 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에 맞게 장식하거나 디자인할 수 있으며, 달걀 떨어뜨리기는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가용한 방과 후 행사로 링컨 사친회가 주최한다.  

 

•  Qnsu eOßTm 

dlrJ†DMß 부모와 아동들이 DH†DMƒ ckfudLœRh gKå¬p tL®tkgkRh 춤추며 gkFn wjsU®DMƒ QhsoSMß aoDn XM®qUƒgKß wjsU®dlau 링컨 재단에 

의해  준비된다.   

 

•   Ahwk D H ƒfL åvldkEm 
fL∂zJßd; 부모와 아동들은 dufjrkwl DbZ‘gKß gO∂tkdptj rU∂gKœgkau gkFn wjsU®DMƒ Qh내며 링컨 재단 및 아빠 클럽에 의해 

준비된다.  

 

•  cK ∂tJƒwkD; sKƒ 

dl gK®QnAhaKßd; wjsU®  gO∂tkSMß 링컨 사친회 cK∂tJƒdLƒDMƒ rlsUågkRh 명예 봉사상 시상으로 ˚'djsKß fL∂zJß wkD|ß QH∂tkwkEMƒDMƒ 

치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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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장 

학생들은 학사년 말에 중고책들을 공유한다. 이 행사는 여름 독서를 장려하며 링컨 사친회에 의해 준비된다.   

              

• fL ∂zJß 500 aLç wK ∂gK®R M å TndutL® 

dl dO®tUßDmFh rkEM®cKß sKƒdpSMß fL∂zJßvKß dLßel 500, RhEM∂gK®RyFMƒ WHƒdJœgkSMß fL∂zJß EH∂ANß rU∂CN® aLç DHƒgoD; Rytk aLç  dLƒqKß 
wL®D|ß 치하를 포함하며 링컨 재단, 아빠 클럽 및 사친회가 주최한다.  
 

•   WhrjX H ß 
fL∂zJß  WhrjXHßDMß woeKßdl GnD|ßgkSMß wJßXH∂wJ®  gO∂tkFh AhEMß gK®tO∂EMƒDMß dl rlRMåAhRMå gO∂tkdp wJ®RM® 참여한다. AhRMåE?ß 

rlRMåDMß  Dnfl gK®RyD; gK®dJœ 공동체를 보강하는 데 tkDYH∂E?ßek.   

 

• DhV M ß gkDnTm aLç 침묵 경매  
dlrJ†DMß gK®tO∂EMƒdl QnAhD] gKå¬p wktLßd; gK®RMœDMƒ qK∂ANßgKƒ rlG/FMƒ rkwlSMß XM®qUƒgKß wjsU®DmFhtj gK®tO∂EMƒdl wktLßdl 

qoDnRh  dL∫ SMß rJ†DMƒ rkWH®dprp tJƒaU∂gKƒ rlG/¥Nß dkslfk 다른 학급들을 qK∂ANßgKƒ rlg/FMƒ wpRH∂gKßek. ˚hgKß gK®QnAhEMƒDMß 

DhVMß  gkDnTm EH∂dKß rK∂eK∂dptj tLƒtlE/SMß XM®qUƒ dUßf[ cLåANM® rU∂aodp DnflD] EH∂cKågKƒ Tn dL∫ek. 현 5학년 클래스의 

학부모들이 주관하는 저녁식사가 있으며 침묵 경매는 링건 재단을 지원한다. 기금은 우리 학교의 학업 공동체를  

보강한다.  

 

•   6gK®sUß G}ƒE H ∂ 
6gK®sUßtO∂EMƒDMß aUç rkwl CndJ®dp sKåDMƒ G}ƒEH∂dp cKådugKƒ  rlG/FMƒ 갖SMßekÆ 

•   diD/ R]gK® zOåVmÆ 3-4dLƒ  rKßd; r[G?®E?ß  gO∂tk aLç   zOåVm 

•   6학년 오락일Æ 6학년생들의 진학을 축하하는 행사  

•  6gK®sUß WHƒdJœtL®Æ Dnfl gK®tO∂EMƒD; 7gK®sUßDmFhD; wLßgK®DMƒ  기념gkRh RmEMƒd; fL∂zJßdptjD; tlwJƒDMƒ 기린다.  

 이  소규모의 기념식에는 학생 당 2명의 손님이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티켓은 제공되지 않는다.  

 

DbD;Æ 6학년생들은 dl gO ∂tkE M ƒD; qlD Y H ∂ wlQ N ƒD M ƒ D'go gK®tksUß soso E H ßD M ƒ qJ ƒ  aUç rkwl rlG/F M ƒ 갖S M ßek.  

 

qKßQ H ® gO ∂tk – 최신 정보를 위해 월 행사표 참조하며 일시는 변경될 수 있다.    

wLœG/                          gKœcK ∂ (3-6학년 ) 

R N ®rl qof[                          DhzpTmXmfk(4-6학년 ) 

tkcLßg/ GnD|ßd; rjwK ∂R]d; aKßsK å        dLåD | ß r[qKƒd L ƒ 

alT N M ƒ VmFhRmfOå                       VhTm djQm VmfpdlWm wJåtL å 

woeKß GnD|ßD; 저학년   

D M åd K ® VmFhRmfO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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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rJß tjqlTm    
 
•  rlQHß DM∂RMœWhcl - gK®RySMß gK®Rydptj qKƒtO∂gkSMß tK∂godp 대해 응급 처치를 취한다. 응급 처치 이상이 요구될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한다.   

 

•  Rytk XH∂Rh - RytkSMß gK®dJœdp wlwK∂DMƒ WnSMß rJßrK∂ ANßwpFMƒ rkwLß gK®tO∂dp eogo XH∂Rh qK´SMßek.  

• tLßwK∂ aLç  cpWN∂ - DbclD|ß, 2, 5gK®sUß 

•   tlfU® rJåtk -  DbclD|ß, 2, 5gK®sUß 

•   cJ∂fU® rJåtk - DbclD|ß, 2, 5gK®sUß 

•   tJ∂TNM®  VmFhRmfOå - dugK®tO∂, 5gK®sUß 

•   tJ∂TNM®  VmFhRmfOå - sKågK®tO∂, 5gK®sUß 

•   gK®Qnah XH∂Rh - gK®QnAhSMß wJßdUåqU∂ XH∂wp, gK®RydptjD; dI®QH®DY∂, tLßcprUƒgKå R}ßfUß ANßwp aLç wldU®tkG/dptj ehDNå qK´DMƒ tn 

 dL∫SMß RHN†dp eogo XH∂Rh qK´SMßek.  
 

dI® Q H ®D Y H ∂ aLç  tK ∂go 

dI® Q H ®D Y H ∂ 

wksurk gK®Ry tlrKß WN∂ qlcjqK∂dI®(모든 알약, 기침 물약, 흡입기 및 연고)DMƒ VhgKågkdu dI® QH®DY∂DMƒ vLƒDyFh gKƒ  rU∂Dn, dI®dl 

XnduE?ƒ Tn dL∫rl wJßdp “dI® Xndu(Administration of Medication)“fkSMß RyDB®RnD; XM®qUƒ dI∂tL®이 의사와 학부모에 의해 

작성되고 서명되어야 한다. dl dI∂tL®DMß tkAntLƒdptj RngKƒ Tn 있으며, 학교는 약의 용기에 약 이름, 복용량, 복용 

방법, 약국 이름 및 약국의 전화번호와 함께 학부모에 의해서(만) 학교 사무실로 가져온 일(1) 개월분의 처방약 만을 

보관할 수 있다. tLårK®gK ß cJßt L ® ˚hS M ß 알레르기 qKßD M ∂D M ƒ QhdlS M ß gK®tO ∂D M ß qltK ∂D Y H ∂DmFh gK®Rydp qltK ∂ G M œd L œrl 

˚hS M ß 에피펜D M ƒ rkwlRh dL ∫djdi gKßek.(GUSD 행정 규정 5141.21) 의약품은 학생이 아닌 학교 사무실에 보관되어야 

한다.  

 

tK ∂go  

tK ∂go ˚hS M ß qKƒqU ∂ GnD; Q H ®Ry 

gK®tO∂DMß AH®qKƒ, rLœTm ˚hSMß wJ∂gU∂ANƒDMƒ cK®DHY∂gkRh QH®Rygkrl wJßdp eKåeK∂ D;tkFh Qnxj EM∂RygoEh WH©ekSMß 서면으로된 T M ∂dLßtjFMƒ 

wlcKågodi gKßek. D;tkD; T M ∂dLßtj는 A H ®q K ƒdlsk rlxk QhWhA N ƒD M ƒ cK®D Y H ∂gkS M ß dkE H ∂D; cJ†  E M ∂RydLƒ에 vLƒdygkau 

RmrJ†DMß dkfo tkgK∂EMƒdl VhgKåE/djdi gKßek.  

1.  cpDB® tlrKßdlsk DNßEH∂wK∂ G}ƒEH∂dp eogKß tLßcpwJ®  wpgKß duQn. 

2.  wK∂qlFMƒ tkDYH∂gKƒ rU∂Dn, gK®tO∂dl Rm tkDYH∂qJœdp eogo wJ®wJƒgl qoD|∫ekSMß tktLƒ. 

3.  vLƒdy rlrKß. 

 

wK ∂rlrKßd; 질qU ∂ ˚hS M ß TnT N ƒ 

TnTNƒ, 5dLƒ  dltK ∂D; 질qU ∂ ˚hSMß QhRhgodigKƒ wJßdUåqU∂DMƒ dKƒ©Rh EHƒdkDhSMß gK®tO∂DMß eKåeK∂ D;tkFhQnxj EM∂RygoEh WH©ekSMß 

TM∂dLßtj·ShXmFMƒ wlcKågodi gkau Rm TM∂dLßtj·ShXm는 ˚hgKß cpDB®tlrKßdlsk DNßEH∂wK∂ G}ƒEH∂dp eogKß wpgKß duQneh wltlgodi gKßek. 

 

gK®tO ∂DM ß gK®RyFh E H ƒdkDhrl D'gotJß  24tlrKß “tLßdUƒ”dl dJ≥djdi gKß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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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 œtL® tjqlTm 

 
• 아침 식사 - aodLƒ dkcLå 7Æ30 -8Æ00 제공 

아침 식사는 aodLƒ fL∂zJß zkvpxpfldkdptj wpRH∂E/au rkrU®DMß $1.25dlek. gKƒdLßrk aLç AnFy tL®tkSMß DbwkrU®tO∂dprp rkSM∂gkek. 

상세한 정보를 위해선 학교 사무실에 연락한다.   

 

•   점심 

gK®tO∂DMß gK®Rydp wJåtLåDMƒ …krkwlRh Dhrjsk gK®Ry zkvpxpfldkdptj 구입할 수 있다. tOƒfjEm qkD] DnDbFMƒ VhgKågKß D}ßwJß WN∂tL®DMß 

$2.75dlau wJåtLåDMƒ rkwuDhSMß gK®tO∂DMß DnDbsk WbTmFMƒ $0.50dp ˚kFh 구입할 수도 있다.  

 

wJßR N ® gK®Ry Wh·WN ∂tL® VmFhRmfOå 

RMƒfPßepdLƒ  XH∂gKœRyDB®RnSMß wJßR N ® gK®Ry dkcLå�wJåtL å vmfhRmfOådp cKådugKßek. dUßqK∂ TndLœ wlcLådp goeK∂E/SMß rkWH®D; dkEH∂DMß 

AnFy ˚hSMß $0.40(점심) 및 $0.25(아침 식사)dp gKƒdLßrk tL®tkD; wkrU®dl dL∫ek. 이 dI∂tL®DMß AH®DyVHƒej vUßDmFh wJßeKƒE/au, 모든 

가족(유치원-6학년)은 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가족 당 단 한장의 양식만 필요로 하며, 귀하는 매년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   점심 비밀번호    

gK®QnAhSMß 자녀의 계정으로 sUß, 분기별, D|ƒ  ˚hSMß Wn eKßD'Fh 식사를 구매할 수 있다. 학생들은 식사를 위해 자신의 

계좌로부터의 요금 지불을  위해 자신의 ID 번호를 입력한다. 선불한 점심 zkEmFMƒ rkwlRh dL∫ SMß dkEH∂DMß  aodLƒ tL®tkgKƒ 

vLƒdyrk dJ≥ek. wlQNƒE?ß RMådO®DMß r[W]dp EMƒdjdL∫ Dmau djSm ˚oEMß tkDYH∂E?ƒ Tn dL∫ ek. wJåtLå zkEmdp eKß 5G/QNßd; wJåtLådl sKådkdL∫ rp 

E/aUß, wKßdO®dl dJƒak sKådkdL∫wl dKµekSMß XH∂Rhtjrk AH®DyVHƒejFMƒ XH∂go rkwJ∂dp wJßeKƒE?ßek. RH∂rKßR] tlrKß wpdI®DmFh dLßgo gK®QnAhSMß 

wksuD] gKå¬p wJåtLåtL®tkdp 초대되지 않는다.   

 

DbD;Æ 학생은 학교에 자신의 봉지 점심이나 점심값을 가져올 책임이 있다. wJåtL ådlsk 점심값 wJßeK ƒFh 

TndJœdl qK ∂goE/tjS M ß dK ßE ? ßek. zkvpxpfldk D M åt L ®  ˚hS M ß 봉지점심 eotLßdp 패스트푸드, 지역 

tL®eK ∂DmFhQnxjD; wJåtL å ˚hS M ß wLœDmFhQnxjD; qoeKƒD M ß gjD H Y ∂E/wl dKµS M ßek.  

 

•   간식  

학생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필요로 한다!  

학생들은 점심시간까지 견디기 위해 아침 휴식시간에 먹을 소량의 간식을 가져 와야하며 자녀를 위해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도록 귀하께서 도와 줄것을 권장한다. 다음 목록으로부터 소량의 간식(알레르기로 인해 학생들은 음식을 

공유해선 않됨)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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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간식 제안  
 

 rUßR]Fb          aKƒfLß R]dLƒ 

        qpdlRMƒ ˙K∂        D}ßTN® r[fKß 

       VmfpwPƒ           RmfogKå Zmfozj 

        doVMƒThTm         clWmWhrK® ˚hSMß TmXmfL∂ clWm 

        tO∂R]dLƒ          qKß¨H®  tOßemD'cl 

       DyrjXm          clWmd] Zmfozj 

       RmfkSHƒfk qk     XmfpdLƒ  aL®Tm(zOßeldJ≥dl) 

       XH∂WhfLå R]dLƒ     vlsJ†qjxjD] Zmfozj 

       qlVm wjzl       rJß tlfldJƒ(tJƒxK∂ dLœglwl dKµDMß rJ†) 

       fJßcl alXm      GH∂eK∂AnD] tPƒfjflrK≈DMß tO∂dico 

       fkdlTm zpdL®     R]dLƒ WbTm(R]dLƒgI∂D; DMåFyTnrk dksLß rJ†) 

 

 

DbD;Æ wlwJ ∂E?ß rKßt L ®  wK ∂ThS M ß D N ßE H ∂wK ∂dp ckdI ∂dl cudL ∫ S M ß R H †dlek.  

 

 

권고되지 않는 간식:  

• 자녀에게 간식 시간을 위해 컵 케이크, 케이크, 과자, 칩스, 치토스 또는 “그와 유사한 음식”을 보내지 

 않도록  한다. 이 음식들은 점심 시간에는 허용되나 소량이 바람직하다.   
• dj˚Jß DMåtL®dlEMß ekfI∂ ˚hSMß “zL∂ tkdlWm” qO®DMß cO∂ruQhsowl dKµEhFH® gKßek. rU∂gJådp D;gkaUß 학생들은 WH∂WH∂ 

 Qhek rJßrK∂gKß rKßtL® aLç   wJåtLåDMƒ aJ®rlQhekSMß dlfjgKß eogU∂ qO®d; rKßtL®DMƒ aJ®SMß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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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 ®qU ƒ VmFhRmfOå aLç  tjqlTm 

xK®dk VmFhRmfOå 

WhrlRyD B ® aL ç   gK®T M œdU ßwK ∂ VmFhRmfOå (EEELP)DMß dkcLå 6Æ30 Qnxj dhgn 6Æ00¬kwl TndJœ wJß aLç  qK∂R] Gn xK®dkFMƒ 

wpRH∂gKßek. D|ƒ qUƒ DyRMådl dL ∫Dmau tK∂tpgKß wJ∂QhFMƒ D'gotJß (818) 249-1607fh dUßfK®gKßek. 

유의: 안전상의 이유로 알트라 게이트는 오전 8:10-오후 2:23까지 오픈하지 않는다. 수업일 동안 캠퍼스 출입은 

사무실을 통해 들어오도록 한다.   

 

gKœcK ∂ 

3-6gK®sUßtO∂DMß gKœcK∂ DMådK®dp cKådugKƒ Tn dL∫ek. 이 프로그램은 우리 합창부 디렉터에 의해 지도, 감독된다. 주 1회, 수업 전 

연습이 실시되며 매 학사년 2회 공연을 갖는다.  

 

zJåVbxj·xpZmS H ƒfjwl 

각 RytLƒDMß dLßxjsP† wJœTH®dl E/SMß wJ®djEh gKß eoD; MAC ˚hSMß  PCFMƒ 갖Rh dL∫ Dmau wJß gK®RMœ TndJœDY∂DmFh tkDY∂E?ƒ Tn dL∫ ek. AhEMß 

RytLƒDMß 4-6eoD; CnrkwJ® zJåVbxjEMƒFh dlFndjwLß  zJåVbxj/크롬 북, 크롬 북 카트 접속 및/또는 스마트 보드를 갖고 dL∫Dmau 

dlEMƒDMß gK®tO∂ rodLßd; gK®TMœ QhrK∂DMƒ D'go tkDYH∂E?ßek. fL∂zJßDMß rK®  gK®RMœdp LCD  vmFhwP®xj aLç ekZbaPßxm zkapfkFMƒ rkwlRh 

dL∫Dmau 모든 학급에 G}®tJ∂ tlTmxPåDMƒ 갖CnRh dL∫ ek. dLßxjsP† wJœTH®DMß gK®Ry ehcjdptj(djsm 곳에서나) rkSM∂gkek. aoWn 

gK®tO∂EMƒDMß aozLßxhtl zJåVbxjFh dlFndjwLß zJåVbxjtLƒDMƒ tkDHY∂gKƒ Tn dL∫ek. 교육구는 컴퓨터실을 관리하며 수업을 제공하는 

파트 타임 컴퓨터 QhWh RytkD; dLåRMåDMƒ wlQNƒ하며, TndJœDMß dU®tk·tkG/, R]gK®, TngK® aLç   dJßdj RyR]R]wJ∂DmFh XH∂gKœE/dj dL∫ ek.  

 

dU∂djqKƒ eKƒ VmFhRmfOå(ELD) 
dU∂djqKƒeKƒ VmFhRmfOåDMß dU∂dj alTN®tO∂dprp wpRH∂E?ßek. RytkEMƒDMß gK®tO∂들을 소그룹에 배정하고 rkSM∂gKß  gKß  WhTH®gl 영어를 

qoDnEhFH® ekdI∂gKß TndJœ wJßfI®DMƒ tkDYH∂하며 TngK®, dU®tk, tkG/ aLç  R]gK® rK≈DMß R]AH®dptj r[TH®  wJ∂QhFMƒ dJ´SMß EH∂dKß 

dU∂djFMƒ  배운다. 학생들은 각 개인별 필요를 충족시킬 학업 기회를 가지면서 온종일 영어 능숙생들과 함께 한다  

 

rUßgK® dugO∂ 

gK®QnAh 기부금과 gK®Ry rlRMåDMƒ XH∂go ekdI∂gKß rUßgK® dugO∂dl wpRH∂E/au rK®  RytkSMß gK®tksUß  EH∂dKß wJ®djEh 1G/D; rUßgK® dugO∂dp 

cKådugkEhFH®  R|ßwK∂E?ßek. 학교 캠퍼스를 이탈하는 AhEMß rUßgK® dugO∂dpSMß gK®QnAh TM∂dLßtjrk DyRnE?ßek. RyDB®Rn QhgJåDMß 

RMƒfPßepdLƒ RyDB®Rndp EM∂FH®E?ß gK®tO∂dprpaKß wJ®DYH∂E/AmFh QhGh E H ∂qKßwkFh cKåtJ®gkS M ß gK®QnAhS M ß wksuD; djfLß 

gU ∂wpwkaoF M ƒ 동반을 허용할 수 없다. AhEMß gK®tO∂EMƒdl RyR]R]wJ∂DMƒ D'gotj ¥Nß dkslfk RytLƒG}ßrU∂  qK®®dptjD; wJ®wJƒgKß 

gO∂EH∂DMƒ qoDnrl D'go rUßgK® dugO∂dp cKådugkEhFH® R|ßwK∂gKßek. 견학 여행 참석을 위해 버스를 타는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귀교할 것이 기대된다. 보호 동반자들은 교사 및 안내자 지시를 따르며 견학 여행 전반에 걸쳐 학생들과 

남아있도록 한다.  

 

 

 

 

9 



기악 

임의적인 기악 프로그램이 4-6 학년생들에게 가용하다. 교사, 캐론 헤이허스트씨는 wJ∂Rb TndJœdLƒ  EH∂dKß 

gK®tO∂EMƒDMƒ  wlEhgKßek. RyDB®RnD; eodu dK®rl TnSMß gKßwJ∂E/dj dL∫ Dmau gK®tO∂EMƒDMß wldU®  dK®rlwJådptj도 qLƒfLƒ Tn dL∫ek. 추가로 

fL∂zJß woeKßDMß gK®tO∂EMƒdl fL∂zJßDmFhQnxj wL®wJœ  qLƒfLƒ Tn dL∫ EhFH® dK®rlEMƒDMƒ RndLœgO∫dmau 모든 우리 학생에게 제공되는 악기 

유지를 돕기위한 제안된 기부금이 있다. 학생들은 12월 및 5월에 학교 집회에서 공연한다.  

 
보험 

저렴한 가격의 학생 보험 옵션이 모든 학생들에게 가용하며, 학부모는 학사년 초에 가정으로 보내지는 신청서를 

살펴볼 것이 권고된다.  

 

도서실 

링컨의 각 학급은 매주 학교 도서실을 방문할 기회가 주어진다. gK®tO∂EMƒDMß wlsKß Wn qLƒfLß  cO®DMƒ qKßsKœgKß dltK∂, gKß  qJßdp 

cO®DMƒ 2-3권을 빌릴수 있다. wksurk cO®DMƒ qLƒflrl D'gotJß gK®QnAh가 cO®dLå EH∂d;tjdp tjaU∂godi gKßek. QNßtLƒ  ˚hSMß 

vkTHßE?ß  cO®DMß gK®tO∂dl qUßtK∂godi gKßek. EhtjtLƒDMß wkEH∂G]E/dj dL∫ Dmau gK®tO∂EMƒDMß zJåVbxjFMƒ XH∂go cO®DMƒ 찾SMßek. gK®tO∂EMƒDMß ˚hgKß 

rKåEH® gkdp dLßxjsP†dp wJœTH®gKƒ Tn dL∫ek.우리 도서실 사서, 조 반 앰버그 씨는 도서실에서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대한다. 

금년 도서실은 화, 수, 금요일엔 오전 8:30 – 오후 12:30, 그리고 목요일엔 오전 8:30 – 오후 3:00까지 

개장하며 오전 휴식 시간에도 개장한다.  

 

체육 프로그램 

DbwkrU®  cpDB®RytkSMß 모든 4 - 6gK®sUßtO∂dprp Wn 120QNß rKßd; TNßckwJ®dlRh RBßgU∂E?ß 프로그램을 wpRH∂gkau DbclD|ß - 3gK®sUßD; 

rU∂Dn, 학급 담임 교사가 학사년 전반에 걸쳐 하루 평균 20분의 체육 프로그램을 책임진다. 구체적인 교과과정이 

수립되었으며 AhEMß RytkSMß Rm tLƒtldp eogo GNßfUß qK´dK∫ ek. cpDB® wK∂qlSMß GNƒfkGnVm, D|ßCn, 공, 골대, 소프트볼 장비를 

포함한다. AhEMß DH®D/ G}ƒEH∂R] akcKßrkwlFh cpDB®DMß dLƒrlrk QNƒTNßgKß sKƒ ˚hSMß eorl XH∂wpRN®DmFhQnxj eorlDhdUå WnD;qhrk dL∫ DMƒ 

rU∂dn eKßCN®E/Rh tLƒsoFh DHÅruwLßek.  

 

지방 콘트롤 책무안(LCAP) 
rkWn aLç dUßqK∂ rlRMåDMß dU∂woRyDB®, gK®Ry rotJß aLç 저소득층 학생 학업보조같은 몇 가지 프로그램들의 혼합을 통해  많은 

추가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을 제공한다. 이 기금들의 지출은 지방 콘트롤 책무안 및 학생 성취를 위한 단일 

계획안에 의한 지침을 따르며 durldpSMß ekDMå rJ†EMƒdl VhgKåE?ßek: QhWh Rytk, zJåVbxj wK∂qlD] ThVmXmD«dj, cO® aLç TndJœ 자료 

및 교재물들. gK®QnAh, Rytk, gO∂wJ∂R}ß, RywL®D|ß aLç  gK®tO∂EMƒDMß wJß gK®tO∂EMƒDMƒ  D'gKß TndJœ VmFhRmfOåD; wlTH®wJ® vU∂rk, tkwJ∂ aLç 

rotJßdp cKådugKßek. 학생 성취를 위한 단일 계획안이 수립되고 링컨 학교운영회에 의해 교육위윈회의 승인을 위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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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GATE) 
dU∂woRyDB®DMß 유자격 4-6학년생들에게 제공되는 보강 프로그램이다. 링컨 GATE 프로그램은 학사년 전반에 걸쳐 자신의 

교실에서 차별화된 학업지도 및 학습 연장 기회들의 제공을 포함한다.  

X M ®qU ƒ  VmFhRmfOåÆ RMåsUß 4 - 6gK®sUßtO∂EMƒDMß “Tall Ships”dptjD; R]gK® xKåRndp cKådugKƒ  rlG/FMƒ 갖SMßek. wJ∂QhSMß “AH®DyVHƒej” 

vUßDmFh rkwJ∂dp wJßeKƒE?ƒ  rJ†dlek.  

판별 기준 : 금년 GATE 판별 기준은 가주 학생 수행 및 진도 평가(CAASPP) 시험의 결과를 포함할 것이며, 4-6 

학년생들은 자신의 CAASPP의 결과를 근거로 오티스-레논 학습 능력 테스트(OLSAT)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교사 또는 학교에 의해 권고되는 경우, 아이-레디 점수가 사용될 수도 있다. 컷오프 점수는 영어 및 수학에서 결정될 

것이다.  OLSAT 시험은 가을에 실시되며 이 시험 일자를 놓칠 경우, 9월부터 2월까지 한 달에 한 번 벌충 시험이 시행될 

것이다.  

 

 

학교 심리학자 

gK®Ry tLåflgK®wkSMß 개별교육 프로그램(IEP) 또는 gK®tO∂tJ∂RH∂xLådp D;go ThroE?ß gK®tO∂DMƒ xpTmXmgkRh vU∂rkgkrl D'go Wn 5dLƒ 

fL∂zJßdp qowJ∂E?ßek. 

 
중재를  위한  조치 (RTI) 
우리는 모든 부문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 실력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모든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교사 협력, 학업 전략, 아동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 및 표적화된 개별 중재들을 포함한다.  

 

학생 성공팀(SST) 

학생 성공팀은 학생이 중재에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학급 지원을 받으며 교과과정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동료 또는 

타인들과 효율적으로 교제하지 못할 때 학생 진도 검토를 위한 모임을 갖는다. 학생 성공팀은 학부모(들), 학급 담임교사, 

행정관, 특수교육 대표 및 기타 그 아동을 알거나 그 아동의 염려 부문에 대한 전문가들을 포함한다. 학생 성공팀의 

취지는 학생 성공을 돕기 위한 전략들의 파악 및 실시를 위한 것이다,  

 

특수교육 프로그램  

XM®qUƒgKß  RyDB®wJ®  vLƒdyFMƒ rkwLß  rJ†DmFh vKßqUƒE?ß gK®tO∂EMƒDMß rkwK∂  qlwpgKßwJ® G}ßrU∂dptj ekdI∂gKß qK∂tL®DmFh RyDB®  qK´Dmau, qoclSMß 

XM®qUƒgl GNßfUßE?ß dLßtkdp D;gKß VhR}ƒwJ®  xpTmXm, vU∂rk, tkwJ∂ aLç  관찰의 결과에 근거하며 이어서 개별교육 프로그램(IEP) 

팀은 학부모를 만난다.  

 

전문화된 학업지도 (SAI-CORE) 
SAI-CORE 프로그램은 gksk ˚hSMß Rm dltK∂D; gK®dJœ QNMßdidptj gK®dJœtJ∂C'dp dU∂gI∂DMƒ 미치며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할 수도 

있는  XM®wJ∂ gK®dJœwK∂doFMƒ rkwlRh dL∫ SMß gK®tO∂DMƒ d'go 계획된 것이다.   

 

구어 및 언어 프로그램   

Rndj aLç   dJßdj VmFhRmfOåDMß qKƒDMå, dJßdj, DMåtJ∂ ˚hSMß SM∂TN®tJ∂D; gksk  ̊ hSMß Rm dltK∂D; QNßdidptj tLågKß wlcp 또는 장애FMƒ QhdlSMß 

gK®tO∂DMƒ D'go akfUßE?ß rJ†dl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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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교육-독립  학급 (SAI Self-Contained Classroom) 
특수 교육-독립 학급은 gK®tO∂D; gK®dJœwK∂dork RmD; wJßqKßwJ® gK®dJœtJ∂C'dp dU∂gI∂DMƒ 미치며 수업일의 50% 이상 특별 중재를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dl dkEH∂EMƒDMß XM®TnRyDB® RytkD; EhDNåDMƒ qK´Dmau wJ∂rlwJ®DmFh dLƒqKßgK®RMœ VmFhRmfOåDmFh 

EMƒdjrKßek. 금년 링컨에는 유치원 -4학년을 위한 두 개의 특수 교육-독립 학급이 있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 팀이 특수 

교육-독립 학급이 학생에게 가장 비제한적인 환경이라 느끼는 경우, 교육구는 학생을 우리 학교나 타 학교로의 배치를 

위해 학부모와 협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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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ßcp aLç gK®QnAh wlD|ßRmF N œ 

 

gK®Ry D N ßd U ∂D'D|ßG/ 

fL∂zJß  gK®Ry DNßdU∂d'D|ßG/SMß RywK∂, gK®QnAhdp D;go tJßCNƒE? ß gK®Qnah 5aU∂, RywL®D|ßdp D;go tJßCNMƒE?ß RywL®D|ß  4aU∂을 포함한 

10명으로 RntJ∂E/dj dL∫Dmau sUß  4-6G/ 모인다. C'wlSMß 매년 학생 gK®dJœtJ∂C'를 위한 링컨 학교 계획안의 수립 , R|ßRh aLç 

tLƒtlFMƒ EHœrl D'gKß rJ†dlek. 학교 운영위원회의 모든 모임은 공개로 진행하며 관심있는 학부모들의 참석이 권장된다.   

 

tkcLßG/ (PTA) 
rkWn tkcLßg/d; tkaU∂Æ 

 

•   gK®Ry, wldU®tkG/ RmflRh wJ∂Qn rlR}ßdptj AhEMß dkEH∂R] cJ∂ThsUßDMƒ wlD|ßgkRh eoqUßgKßek. 

•   gK®QnAhD; wksu dI∂DBN®rlTNƒDMƒ wlD|ßgKßek. 

•   gK®QnAh aLç   dLƒqKßdLßd; gK®Ry aLç wldU®tkG/ cKåduFMƒ wLßGM∂tlzLßek.  

 

tkcLßG/SMß EhtjtLƒ, gK®RMœ, FNå eoVy, RmflRh alTNƒ  rK∂tkfh wkD|ßQH∂tkgkSMß aPåqjEMƒR] ekdI∂gKß qK∂tL®DmFh G}ƒEH∂gKßek. tkcLßG/는 

gK®RMœdl vLƒdyFh gkSMß rJ†, gK®Ry wLœG/, “rjwK∂R]D; aKßsKå” alTNƒ VmFhRmfOå, R]gK®d; qKå, dUßf[ flVMƒfP®tUßWm wjsU®, xkdLåflTm 

xpdLƒTm, wktJß tJßANMƒR] DMåtL® TnwLœDNßEH∂, rkWH®D; qKå, rldK® aLç  gKœcK∂ VmFhRmfOåDMƒ 돕는 기금을 댄다. 

 

사친회 학급  대표 / 학급  자원봉사자 

FNå  eoVySMß gK®RyG}ƒEH∂, tkcLßg/, woeKß aLç  gK®QnAh rKßd; rkwK∂ WN∂dygKß dUßrUƒ Rhfldlek. rK®  gK®RMœDMß dkfo QNßdidptj gUœWhgkRh 

EHœSMß FNå eoVy 1aU∂…L®DMƒ EnRh dL∫ek.  

•   gK®RMœ vkxl WhwJ∂ 

•   rlQnVNå DycJ∂ 

•   gK®QnAh wkD|ßQH∂tkwk AhwLœ* 

•   vLƒDytl rlxk G}ƒEH∂ aLç  gO∂tk 
더 상세한 정보를 위해선 lincolnpta@golincolnlions.org,에 접속한다.  

 

* 교정dptj wJ ∂rlwJ®DmFh wkD|ßQ H ∂tkgkS M ß AhE M ß gK®QnAhS M ß tkAntL ƒd; QhrJßtjrldprp AnrUƒgO®  W M ∂aU ∂tjF M ƒ 

wpC N M ƒgodi gKßek. 결핵 검사는 글렌데일 보건소를 통해 가용하며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은 학교에 의해 의뢰될 

경우 무료이다. 더 상세한 정보는 (818) 500-5762로 연락한다. 모든 야간(밤 동안) 현장 학습에 참석하는 

학부모들은 지문 승인이 있어야 한다.  

 

fL ∂zJßdptj  wkD|ßQ H ∂tkgkS M ß gK®QnAh 및  지역사회원은 wkD|ßQ H ∂tkwk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며 RywJ ∂D; gK®tO ∂D M ƒ 

d'go wJ ∂gowLß Q H ®w K ∂ RbcL®D M ƒ ˚kF M ƒ rJ†dl 요청된다. “R M ßFh” G}ßrU ∂dptjD; wJ®wJ ƒgK ß Q H ®w K ∂ cK®D Y ∂ aUßdptj 

gK®tO ∂dprp Q H ßQhrlF M ƒ QhduWnS M ß rJ†D M ß aoDn W N ∂dygk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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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 ∂zJß gK®RywoeKß 

fL∂zJß gK®RywoeKßDMß gK®RyD; gK®dJœ VmFhRmfOå aLç  tltJƒ rK∂g]FMƒ D'gKß rlRMå WhtJ∂dlfKß  AH®wJ®DMƒ rkwlRh 1994sUß tJƒfLœE/dJ∫ek. dl 

woeKßd; AH®wJ®DMß RH∂RMœANƒ, wK∂ql, dLåD|ß aLç· ̊ hSMß tltJƒ QhrK∂DMƒ wpRH∂gKåDmFh…j wJßfI®wJ® r[G?®d; tkaU∂dp ˚kfk fL∂zJß gK®tO∂EMƒd; 

gK®dJœwJ®, tkG/wJ®, tLßcpwJ®  aLç wJ∂tLßwJ® qKƒeKƒDMƒ  CH®wLßtlzlSMß qldU∂fl eKßcpFMƒ tpDnSMß rJ†dlek. wlTH®wJ® wlD|ßR] gJßRMåDMß fL∂zJß 

gK®tO∂EMƒdprp g[xO®DMƒ  WNßek.  

fL∂zJß RH∂EH∂cpSMß woeKßdl gK®Rydp rlWM∂gKß dkfo WM∂duVNåEMƒdp eogo rKåtkFMƒ VygKßek.  

 

•  gK®RMœ aLç  rK∂eK∂d; cJßwJ∂  tJßVN∂rl 제공 

•  eogU∂ DNßEH∂wK∂  wK∂ql Rycp  

•  DbclD|ß  aLç 1gK®sUß DNßEH∂wK∂  wK∂ql Rycp  
•  zJåVbxjtLƒ wK∂ql aLç  zJåVbxj Rycp  

•  RywJ∂  wnD' “eoG] wldU®”DMƒ akfUßgkrl D'go qPßcl aLç  xpdlQMƒ wpRH∂ 

•  DH®D/ rptlvKß 제공 

•  학급 교과과정 지원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  

•  toFh eKßwK∂gKß gK®Ry G]wK∂tLƒDY∂ THßDmFh RmfLß EH∂ANƒ qKƒwkRN® RmfLå xkdLƒ 지불 

•  gK®DY∂VNå  aLç qleldh wK∂ql 비용  지불 

•  DNßEH∂wK∂ wKßelqK≈  G}®wK∂ 비용 지불 

•  Rytk G/D;FMƒ d'gKß  QhWhRMå 

•  vLƒDytl ckdI∂ tJƒcl 기금 

• gK®RMœdp zJåVbxj, LCD  vmFhwP®xj aLç xpZmSHƒfjwl wpRH∂ 

재단은 또한 우리 저학년 음악 강사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게 할 기금을 기부하였다.   

 

DbD;Æ woeKß AhdLåD M ß D| ƒ  1G/ dUƒflau AhE M ß gK®QnAh가 cKåtJ®하도록   초대gKßek.  

더  상세한  정보를  위해선 (818) 249-1863로  연락하거나 lincolnfoundationpres@gmail.com 에  접속한다 .     

 

아르미니아인 학부모, 아빠들 및 한인 학부모 클럽  단체  

1.   아르미니아인과 한인 가족 및 아빠들은 사친회, 재단, 및 6학년 위원회 모임과 행사들에 동참하고 또한 적극 

  참여할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 필요 시 통역인이 제공되며 각 학부모 클럽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a.   아르미니아인  학부모  클럽 회장, Mary Seropian: seropian@charter.net 

b.  아빠 클럽 회장, Armen Derian: agderian@yahoo.com 

c.  한인  학부모  클럽 회장, Claire Kim: clairekim9174@gmail.com 

2.  이 그룹들은 외부 지원 그룹으로 링컨을 돕는 한 방법으로서 링컨 재단을 통해 일한다. 학부모들은 학사년 내내 

  교사들의 작업실에서 도우며 다양한 행사들을 계획하고, 다양한 행사들에서 교사 오찬/석찬을 계획하며 이중 

  언어 학부모들 및 다른 사람들이 좀 더 편안히 느끼고 링컨에 연결된 느낌을 가지도록 기타 활동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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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활동 – 부스터 클럽  활동  

매년 학부모 자원봉사자는 6학년 활동을 위한 모금운동을 도우며, 이 활동들에는 장식, 사례, 리셉션, 음식과 

프로그램, 증서 및 학사년 말 오락일을 비롯하여 캠프 및 졸업식이 포함된다. 각 6학년생은 특별 티셔츠와 

앨범을 받는다.   

 

학생회 

링컨은 고학년(4-6gK®sUß)의 각 학급으로부터 2-4명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학생회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학생회는 학생들이 책임감 있고, 리더쉽을  발휘하며, 학교 정신을 고양시키고, 학교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몬트로즈-버두고 시 상공회에 참여 및 지역사회 행사들에 자원봉사할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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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wJ ∂ qK ∂cLå 

기금 모금/기부 

링컨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교 또는 교육구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 활동들의 참여에 대해 법에 의해 승인된 것 이외 어떤 

비용, 보증금 또는 기타 다른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기부는 다양한 활동 및 소모품들을 위해 모색되고 

받아 들여지며, 수업 및 활동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때때로 중요하지만 기부는 자발적인 것이다.  

 

출석/결석 

우리는 아동이 학교에 결석할 경우, 학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결석 사유를 확보할 것이 요구되며, 자녀가 결석할 

경우, 학부모는 (818) 249-1863으로 학교에 연락할 것이 요청된다. 학부모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 QhrJß 

tjrlrk rUƒtJ® G}®dLß wJßG]FMƒ gKßek. 사무실에 결석 사유가 접수되지 않으면, rUƒtJ®  3dLƒ GndPß rUƒtJ®dl wkE H ∂wJ®DmFh 

“AneKß rUƒtJ®”DmFh cjflE? ßek. rUƒtJ® tkDbrk qKƒqU∂dLß  rU∂Dn rKårl, tLßdUƒ, GnEndUå EM∂R] rK≈dl qKƒqU∂d; RncpwJ® tJ∂rU®dl 

tJƒaU∂e/di gKßek. gK®tO ∂dl 5dLƒ  ̊ hS M ß Rm dltK ∂ dUßT H ®w J ®DmFh dKƒ ©D M ß rU ∂dn, eKåeK ∂ d;tkrk tjaU ∂gKß apAhwlrk 

tkantLƒdp wpC N ƒE/di gKßek. 주 법에 따르면 발병, 의료적 치료, 가족 사망 및 일부 법적 의무만이 적법 결석이며 가족 

휴가, 종교적 휴일/의무 또는 사적 용무는 변명이 안되는 결석으로 간주된다.   

 

숙제는 자녀가 2일 이상 아플 경우 요구할 수 있으며, 학부모는 사무실에 연락한 후 결석 3일째 방과 후에 

받아갈 수 있다.  

 

3학기제의 한 학기당 5일 또는 그 이상의 결석은 “과도한 결석”으로 간주된다. 결석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링컨 사무실에 통고해 주길 바라며 귀하의 아동이 매일 학교에 출석하길 원한다. 학부모는 과도한 결석 또는 지각에 

대해 서한을 받게 되며 출석 모임에 참석하도록 요청될 수 있다. 오전 8:15 벨이 울린 후 링컨 사무실을 통해 들어오는 

학생은 늦은 것으로 표시된다.  오전 8:44 이후에 링컨 사무실에 들어오는 학생은 지각으로 표시된다.  

 

성취  보고서  

tJ∂C' QhRhtj(dLƒaU∂  tJ∂wJ®Vy)SMß 1-6 학년을 위해 3회, 유치원을 위해 2회 주어지며 주정부 학년 수준dp eogKß wLßEhdp 

RMßrjgKßek. gK®tO∂d; wLßEhFMƒ SHßd;gkrl D'gKß gK®QnAh-Rytk aUßeKåDMß djSm ˚oEMß rkwLƒ Tn dL∫ek. 진도 보고서는 학생에게 학업 

또는 사회성의 개선 요구를 위해 채점 기간이 끝나기 (5)주 전 가정에 전달된다.  

 

도착  시간·하학 시간 

• 본 정보 책자 페이지 3에 실려있는 일일 시간표 참조.  

•   wlTH®wJ®dLß wJ∂tl CNƒtJ®dl aoDn WNM∂dygkek. 
•   늦게 도착한 학생들은 사무실을 통해 체크인한다.   

•  학생은 오전 7:30-8:00 사이에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상 오전 8:00전에 도착해선 안 된다. 

•   gK®tO∂EMƒDMß gkgK® tlrKßdp WM®tl RywJ∂DMƒ ˚jskrjsk vL®dJœE/di gKßek. 
•   qK∂R] Gn, fL∂zJßdp ekslSMß THßD' gU∂wpwkaoFMƒ rlekflSMß 1-3gK®sUßtO∂EMƒDMß dKƒXnfk doqlSb wKßelqK≈dp dK÷dk rlekfudi gKß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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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스쿠터/스케이드보드  

gK®QnAh gjfK®tl, 3-6gK®sUßtO∂DMß wkrl D'gJå rKåtn gkdp 자전거, 스쿠터, 스케이트보드Fh XH∂gK®gKƒ Tn dL∫ek. Wn qJœDMß 

wkwJßrj·TmZnxj/스케이트보드 사용자들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시켰으며 gK®QnAhSMß 자전거/스쿠터/스케이트보드 dKßwJß 

RbcL®·qJœdp eogo wksuFMƒ RyDBN®gkRh wKåwowJ® D'gJåDMƒ vlgkrl D'go rkwK∂ dKßwJßgKß 경로(길)를 wksuD] r[G?®godi gKßek. gK®tO∂EMƒDMß 

RywJ∂ aLç  gK®Ry QhEhdptj gK∂tK∂  자전거/스쿠터/스케이트보드FMƒ øMƒRh eksudi gKßek. 자전거, 스쿠터,  또는 스케이트보드로 

E M ∂RygkS M ß AhE M ß gK®tO ∂EmƒD M ß 자전거/스쿠터 /스케이트보드를 gK®Rydp rkwuDhrl wJß,tjaU ∂gKß “자전거/스쿠터 

/스케이트보드 약정” 이 사무실 서류철에 있어야 하며 교정에서 바퀴달린 신발은 어떤 종류라도 착용할 수 

없다.  

 

생일 및 학급  파티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년 2회 파티를 허용하며 링컨 교직원은 다음 두 경우에 학급 파티를 갖기로 정했다:  

1) 겨울 방학 및  2) 학사년 말 

생일은 학급 내에서 축하하지 않는다. VN∂tJß, øHç, vkxl DMåtL® EM∂R] rK≈DMß CN®gk ANƒVNåD; qoeKƒDMß gjDHY∂E/wl dKµSMßek. 하학 

시에 전 학급이 초대되지 않는 이상 학새에서 초대장을 배부할 수 없다  

 

예의 방침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wJß  gK®Ry RH∂EH∂cp – 교직원, 학생, 학부모/후견인 및 지역사회로부터 예의 바른 행동을 기대한다. 

RyDB®Rn gO∂wJ∂ RbwJ∂DMß AhEMß eK∂tkwkEMƒdl Anf[gKß gO∂EH∂dp eocjgkSMß ep tkDY∂gKƒ Tn dL∫SMß wlcLåDMƒ wpRH∂gKßek.   

 

•   RywL®D | ßdp D;gKß D'qKß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교직원에 의해 무례하게 취급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과 직접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장되며 

해결이  안 될 경우, 교장에게 의뢰한다.   

 

•   gK®tO ∂dp D;gKß D'qKß 

gK®tO∂dp D;gKß Anf[SMß gK®tO∂R] qlRH∂tL®wJ®DmFh gorUƒE/di gKƒ rJ†dlau RmrJ†dl gK®tO∂ VNågO∂dp qUßG]FMƒ rkwu Dhwl dKµ DMƒ rU∂Dn, 

학생의  학교  Rytk ˚hSMß gO∂wJ∂R}ßdprp QhRhE/di gKßek, tLårK®gKß Anf[ gO∂D'SMß gK®tO∂ GNßDB®wJƒckFMƒ XH∂go ekFndjwLƒ rJ†dlek. 

 
•   gK®QnAh·GnrUßd L ß ˚hS M ß wldU®tkG/D| ßdp D;gKß d'qKß 

wJ∂RbR]AH® qU∂gO∂G}ƒEH∂ aLç R]D/G}ƒEH∂DMƒ VhgKågkdu 학교/사무실 DNßdU∂DMƒ qK∂go ˚hSMß qK∂go D'gUœ; gK®tO∂, wldU®tkG/D|ß, gK®Qnah·GnrUßdLß 

˚hSMß RywL®D|ßD; rJßrK∂R] dKßwJß D'gUœ; D;EhwJ®DmFh wktKß vkR/; RhtJ∂  aLç·˚hSMß tK∂TmFhDNß aKƒ tkDYH∂;  ˚hSMß gK®Rysk RyDBN®Rn 소유 

건물에  AneKß CNƒdLœgkSMß rU∂gI∂DMƒ QhdLß 학부모/후견인 또는 지역사회인은 교육감이나 대리에 의해 즉시 학교 또는 교육구 

구내를 떠나도록  명령된다.  

 

D'qKßwkSMß RmD; gO∂EH∂, Rm gO∂EH∂dl rkwuDhSMß rUƒR] aLç Rmrk RMƒfPßepdLƒ gK®Qnah·GnrUßdLß rU∂Dn 7일 간, 아닌 경우엔 30일 간 모든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시설 및 활동에 접근 금지를 명시한 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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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수업 방해  

학생들과 그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학급 수업 방해는 최소로 유지된다. 우리는 학부모가 미리 

계획하여 학생이 자신의 점심, 점심값 및 기타 교재물을 학교에 지참하는 책임을 지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한다. 

점심이나 점심값을 늦게 가져오는 학부모는 그것을 자녀가 점심시간에 가져가도록 사무실에 맡길 수 있다. 자녀가 

점심이나 식대를 잊은 경우, 사무실에 알아보는 것은 그의 책임임을 알려준다. 또한 숙제, 도서실 책이나 

프로젝트 등을 가져오는 것을 삼가한다.    

 

학급  방문  

학사년 동안 자녀의 학급 방문은 환영되나 자녀의 교사와 연락하며 방문을 예약할 것을 요청한다. 모든 

방문자들은 RytLƒ로 가지 wJß 사AntLƒ에서 서명하고 방문자 배지를 받을 것이 기대된다. 방문 시간은 20분으로 

제한할 것이 요청되며, 방문을 마치고 떠나기 전 사무실에서 출발 서명을 한다. 

 

훈육  

학교 규칙 및 훈육 방침 참조    

 

복장 규정    

dkfo QH®wK∂ RbcL®DMß fL∂zJß gK®tO∂EMƒDMƒ 위해 RM∂wJ∂wJ®dlau dKßwJßgKß aUßgK® QNßD'rlFMƒ wpRH∂gk고자 wJ∂gowLß rJ†dlek. fL∂zJß QH®wK∂ RbcL®은 

FhWmAHßXmD] ZmfptPßxk qOƒfl RhRyd; QH®wK∂ RbcL®R] QngKœE/EhFH® 대단히 shfU®gkdU∫ek. dl QH®wK∂ RbcL®DMß gK®Ry tlrKß RmflRh gK®Ry 

GnD|ß gO∂tk EH∂dKß gK®tO∂EMƒdl dLœSMß AhEMß DH†dp wJ®DY∂E?ßek.  

gK®tO ∂E M ƒD M ß gK ∂tK ∂ eKßwJ ∂gkRh cJ ∂rUƒgl Q H ®w K ∂D M ƒ cK®D Y H ∂gKƒ  rJ†dl rleoE?ßek. dkfoS M ß R M åwlE/S M ß rJ†E M ƒdlek. 

 

•  WhwKœgKß, wjTH®gKß, tLßtJ∂ AhEH®wJ®dLß, tJ∂wJ®DmFh dKåtlwJ®dLß ˚hSMß vUßrUßdlsk VH®fU®DMƒ WhwK∂gkSMß DH†dlsk wK∂tLßRn 

•  마약, 술 또는 담배 사용을 Aytk ˚hSMß whwK∂gkSMß DH†dlsk wK∂tLßRn 

•  XH∂qkwl·qKßqkwl·eKßCn VNƒdjwLß DhqjFHƒ aLç Wnajsl tlr[ tkTMƒWNƒrK≈DMß rO∂ DbeoFMƒ dKåtlgkSMß DH†dlsk wK∂tLßRn 

• 깊히 패인, 비치는, 등판없는, 어께끈 없는 상의 및 실 어깨끈 상의(어깨끈은 폭이 2인치는 되어야 함) 

•  XM®eo vKƒRnaJ∂d; xO∂ZmxKœ 

•  통굽, E'øNåcl dJ≥SMßtLß, gkdlgLƒ 

• tLƒsodptjD; Ahwk cK®DY∂ 

•  줄무늬 채색 또는 모발 염색 

• 바퀴달린 신발 

 

CnrkFh, gK®tO ∂E M ƒd; dKßwJ ßD M ƒ D'go dkfo wlcLådl wJ ∂gowU ∫ ek: 

 

• qkwl aLç   qKßqkwlSMß gjfldp 맞Rh gjfldp rJƒcu dLœdjdi gkau qoøHœDMß QhdutJß dKß E?ßek. qkwl aLç   qKßqkwlSMß ekfl QnQNßdl 

 rKƒfkwu dL∫rjsk RnaJ∂dlsk 찢djwu dL∫ djtJß dKß E/Rh eKßdl rKåcudL∫ djdi gKßek. 

•  gU®eoSMß tkdlWmrk wJ®wJƒgkRh øM≈QnQNßdl SMƒdjwu dL∫djtJß dKß E?ßek. 

•    DhqjFHƒDMƒ dLœSMß gK®tO∂DMß wJ®wJƒgKß 크기에 양 어께끈이 어께에 rJƒcu dL∫ djdi gKßek.  

• tuCmd] QMƒfkDnTmSMß dI∂ vKƒDMƒ ajfl D'Fh EMƒdjDHƒfLƒ ˚o gjflFMƒ ShCNMƒtlzutJß dKß E?ß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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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Kßqkwl, TmzjXm, 치마반바지 aLç  EmfpTmSMß eKßdl rKåcudL ∫djdi gkRh rLƒdlrk 무릎 및 sJÍwJ®ekfl WN∂rKßQhek ∆KÍdktJß dKß 

 E?ßek(dkEH∂dl vKƒDMƒ dU√Dmfh ˚H®qkFh vutj soflRh dL∫DMƒ ˚o 자신의 손가락 끝보다 짧은 경우,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간주된다.) 

•  TH®DH†(Qmfk, vOßxl, tkrK® vOßxl EM∂)DMß QhdutJß dKß E?ßek.  

•  dI∂aKƒ aLç xpslTmG] cK®DHY∂dl R|ßRhE/au qKƒrkfK® shCNMƒ tLßqKƒ, tOßeKƒ aLç TMƒflvjSMß 허용되지 않는다. 

 
Q H ®wK ∂ RbcL® D'qKßD M ß dkfo WhclF M ƒ ChfogKßek: 
•  gK®QnAhSMß wksurk rKƒdk dLœDMƒ DH†DMƒ rkwuDhEhFH® DyRnqK´Rh gK®tO∂DMß Rm˚o¬kwl 사무실에 sKådk dL∫ SMßek.  

•    gK®QnAh dUßfK®dl dKßE?ƒ  rU∂dn, gK®tO∂DMß RmsKƒd; skajwl EH∂dKß 사무실의 옷을 빌려입는다.    

•    D;EhwJ®  qKßgK∂ ˚hSMß tK∂TMœwJ® QH®wK∂ RbcL® D'qKßtO∂dprpSMß gO∂wJ∂wJ® elxPßtUß, XhDygK®Ry aLç·˚hSMß wJ∂gK®dl QnR]E?ƒ Tn dL∫ek.  
DbD;Æ D'dp roDyE?ß XM®qUƒ wlcLådp Cnrkgkdu 행정부는 교육과정에 방해가 되거나 불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특정한 옷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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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M ®wp qK ∂cLå 

TN®wpSMß ekdI∂gKß dlDbFh QnR]E?ƒ Tn dL∫ek.  

• rlChfU® rK∂G] 

• gK®TMœ TMœR}ß QhrK∂ 

• gK®RMœ gK®TMœ dUßwK∂ 

•  THƒtJßfU®  roqKƒ 

•  cO®dLårKå  aLç wkqKƒtJ∂ roqKƒ 

•  독립적  tkRhfU® wkRM® 

•  R}ßtLå dU∂dU® G}®eo 

•  QhfKåE?ß durktlrKß G}ƒDYH∂  

 

R]wpSMß D|ƒ - AH®dydLƒ¬kwl aodLƒ Wndjwlau, wK∂rl R]wpSMß C'wl, gU∂tL® aLç  학생들과의 소통 하에 akrKådLƒ이 gKå¬p 

WndjwLßek. gK®sUß qUƒFh wpdKßE/SMß TN®wp tlrKßDMß ekDMåR] rK≈ekÆ 

DbclD|ßÆ 10 - 30Q N ß 

1-3gK®sU ßÆ 10 - 30Q N ß 

4-6gK®sU ßÆ 30 - 60Q N ß 

자녀가 정기적으로 권고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시간을 소요할 경우, 교사와 상담한다. 숙제는 학습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며 학습자를 압도하지 않는 것이다.  

dLƒd L ƒ T N ®wp D/dp AhE M ß gK®tO ∂E M ƒD M ß aodLƒ C/Th 20Q N ß rKß dL Ïrjsk dLÏdjWndjdi gKßek.   

 

W N ∂dy tkgK ∂Æ TN®wpFMƒ 잊Rh RytLƒdp sKåru SH©dK∫DMƒ rU∂dn, gK®tO∂DMß RytkFMƒ aKßskQhrp goeKƒfkRh 사무실dp 

DycJ∂gkrjsk RytLƒANßDMƒ dUƒdjeKƒfkRh dirKß R}ßfldLßdprp dycJ∂gKƒ Tn dJ≥ek.  

RyR]tj ˚hSMß TN®wpFMƒ qlFH†gkdu dj˚Jß wkFyFMƒ 잊DMß rU∂dn, gK®tO∂DMß ekDMå sKƒ¬kwl rlekfudi gKßek. 

 

자습 

gK®tO∂dl dj˚Jß QNMƒrkvlgKß rodLß tkwJ∂Dmfh dLßgo gK®Rydp AH†DHƒ rU∂dn, gK®QnAhSMß wksuFMƒ D'gKß TN®wpFMƒ DycJ∂gKƒ Tn 

dL∫ek. wkD;wJ®  wkTMœ VmFhRmfOåDMß gK®tO∂dl TndJœdLƒ (5)dLƒ dltK∂  rUƒtJ®gKƒ  ˚o gK®dJœdp QhWhFMƒ akCMNƒ Tn dL∫ EhFH® gkrl 

D'gKß rJ†dlek. 

 

wkTMœ VmFhRmfOådp cKådugkrl D'gotJß gK®Qnah·GnrUßdLßDMß gK®Rydp C/th 2WnD; tkwJß XHN∂RhFMƒ godi gKßek. gK®QnAhD; 

wkTMœ VmFhRmfOå DycJ∂dp eogKß TM∂dLßDMß gK®tO∂dl wkTMœgKƒ  SM∂fU®dl dL∫Rh R]wpFMƒ D}ßtJ∂gKƒ rJ†dlfkSMß WM∂rjdp RMßrjgKßek.  

 

gK®RySMß AhEMß D}ßtJ∂E/Rh vU∂rkE?ß gK®dJœANƒD; tkQHßDMƒ qlFH†gkdu dl VmFhRmfOådp cKådugkSMß rK®  gK®tO∂D; rlFH®DMƒ DbwlgKƒ 

rJ†dl DyRnE/au gK®tO∂, gK®Qnah, Rytk aLç RywK∂DMß EH∂d;tjdp tjaU∂godi gKßek. XM®TnRyDB®d; wkD|ß  wJßANßdLß 

VmFhRmfOå(RSP)dp TH®gKß gK®tO∂DMß RmD; roqUƒRyDB® VmFhRmfOå(IEP)dl RncpwJ®DmFh cKåduFMƒ wpRH∂gkwl dKµSMß dltK∂ 

cKådugKƒ Tn dJ≥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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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aosUß tK∂eK∂fI∂d; DH†dl qKƒrUßE/sk 찾dkrkwl dKµSMßek. QNßtLƒ tl RH´ 찾dkWNƒ Tn dL∫ EhFH® wksuD; D H N †dp dlF M åD M ƒ 

π M ßek. QNßtLƒANƒ  wK∂ThSMß rK∂eK∂ dU√dp dL∫ Dmau 찾dkrkwl dKµSMß DHN†EMƒDMß D|ƒ  1G/ wldU® wktJßrlR}ßDmFh QhsowLßek.  

 

 

개인 사물  

wK∂sKßrKå, DNßEH∂wK∂ wK∂ql, EHß(점심값 D/D;), diRn zkEm/rlxk tnwLœ zkem, dkdlvK† aLç  기타 개인 사물은 XM®qUƒ rU∂Dn에 대해 

Rytk/RywK∂dp D;go TM∂dLße/wl dKµDMß dltK∂ gK®Rydp rkwuD]tJß dKß E?ßek. tPƒVHßDMß qltK∂DHY∂DmFh GbeogKƒ Tn dL∫wlaKß 보이지 않게 

보관하고 교정에선 꺼진 상태로 있어야 한다. 학교는 이러한 개인 사물들의 파손이나 분실에 책임지지 않는다. 

dlfjgKß ANƒrJßEMƒDMß dKœTnE?ƒ tn dL∫ Dmau gK®QnAhSMß dKœTnVNåDMƒ 찾dkrKƒ vLƒdyrk dL∫ek.  

 

wJßwktLßGh rlrl aLç   tPƒV H ß tkD Y H ∂  aLç Thwl 

gK®tO∂DMß wJßwktLßGh rlrl aLç  tPƒVHßDMƒ  TndJœdLƒ EH∂dKß RywJ∂dptj GbeogkSMß rJ†dl gjDYH∂E/au gK®Ry R}ßfUß gO∂tk 또는  Rytk/RywK∂dl 

vKßwJ∂gkSMß rJßrK∂ R}ßfUß qltK∂ tldp tkDHY∂E?ƒ  tn dL∫ek. 비록 이러한 ANƒVNåDMƒ gK®Rydp rkwuDHƒ Tn dL∫ wlaKß ¬jwudL∫djdi 하고 

보이지 않게 보관되어야 하며  수업일, GbtL® ˚hSMß wJåtLåtlrKßdp tkDY∂dl RMåwlE?ßek. gK®RyG}ƒEH∂DMƒ  qK∂gogkSMß dlfjgKß ANƒrJßd; 

tkDYH∂DMß dKœTnFMƒ rkwuDhRh gK®Qnah ˚hSMß GnrUßdLßdprp 반환된다  

 

WhX/ 
TndJœ WN∂dp WhX/gKƒ  vLƒdyrk dL∫SMß gK®tO∂DMß gK®Qnahrk 사AntLƒdptj tjaU∂gkRh vL®dJœgodi gKßek. 사AntLƒdptj rlekflaUß gK®tO∂DMƒ 

Qhsoau gK®tO∂DMß RmD; qltK∂ zkEm tK∂dp rlwoE/djdL∫wl dKµDMß dj˚Jß tkfKådprpEh 방출되지 않는다. wksurk RmsKƒd; R]wpFMƒ 

qK´DMƒ Tn dL∫ EhFH® 자녀의 교사에게 사전에 통고한다.  

 

gK®Ry wJ ∂tLß 

fL∂zJß  gK®Ry tO®DMß 적색과 백색이며 akTmZhXmSMß “Dan D. Lion”dlfkRh QNƒflDnSMß tkwkdlek. ao RMådydLƒDMß wJ∂tLßd; sKƒFhtj AhEMß 

RywL®D|ßR] gK®tO∂EMƒDMß fL∂zJß  xltuCm(6gK®sUß D'D|ßG/FhQnxj RndLœ rkSM∂) ˚hSMß 기타 다른 적색 셔츠를 dLœEhFH® R|ßwK∂E?ßek. 

학생회는 학사년 동안 여러번의  ”정신의 날”을 계획할 것이다.  

 

tJ ∂ G;F H ∂    

RyDB®D'D|ßG/SMß RyDB®Rn 내dptj 또는 교육구로부터의 모든 wL®D|ß, gK®tO∂ ˚hSMß rlxk 다른 사람에 의한  모든 gK®tO∂의 

tJ∂G;FH∂DMƒ RMå지gKßek.  

RytkEMƒDMß dl qK∂cLåDMƒ  gK®tO∂EMƒdprp wJ®gKœgKß qK∂tL®DmFh tJƒaU∂gkRh gK®tO∂EMƒdl dj˚Jß gU∂xoD; tJ∂G;FH∂dlEMß cKåDMƒ  vLƒdyrk dJ≥DMåDMƒ 

rK∂Whgodi gKßek.  

gK®tO∂dl RyDB®Rnd; dj˚Jß tkfKåDMƒ tJ∂G;FH∂gKƒ rU∂dn, RmSMß X/gK®dp ¬kwl dlFmSMß, RmflRh X/gK®dl VhgKåE/SMß wL∂r[WhclFMƒ qK´DMƒ tn 

dL∫Dmau tJ∂G;FH∂DMƒ  DHY∂dLßgkrjsk gO∂gkSMß wL®D|ßDMß goRhdp ¬kwl dlFmSMß RmflRh goRhrk VhgKåE/SMß wL∂r[WhclFMƒ qK´DMƒ tn 

dL∫ek(RyDB®D'D|ßG/ qK∂cLå 4030cKå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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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tO∂R] RywL®D|ßEMƒDMß tJ∂G;FH∂ ˚hSMß Rmdp eogKß QNƒaKßDMƒ RywK∂dlsk 해당 eofl ˚hSMß RyDB®Rn gO∂wJ∂R}ßdprp WM®tl QhRh할 것이 

요구된다.  tJ∂G;FH∂DMƒ eK∂gkRh dL∫ ekRh tO∂rK®gkSMß gK®tO∂DMß RywK∂dlsk eofldprp WM®tl 연락해야 한다.  tJ∂G;FH∂ tK∂G}∂dl WM®tl 

RywK∂dlsk eofldp D;go gorUƒE/wl dKµDMƒ rU∂dn, tJ∂G;FH∂dp eogKß QNMƒaKß wprltjFMƒ RyDB® tjqlTmQnD; QnRyDB®rKådprp wpCNMƒgKƒ Tn 

dL∫Dmau RmSMß QNƒaKß wJœtn Gn tLƒwLƒwJ®DmFh rkSM∂gKß gKß tLßTH®gl rUƒwJ∂DMƒ sofLßek. gK®tO∂dl QnRyDB®rKåD; rUƒwJ∂dp aKßWH®gkwl dKµDMƒ 

rU∂Dn, RmSMß RyDB®rKådprp dlD; tLßcJ∂gKƒ Tn dL∫Dmau RmSMß rkSM∂gKß gKß tLßTH®gl C/WH∂ rUƒwJ∂DMƒ sofLßek.    

     

RyDB®RnSMß QNƒaKß wprlwk ˚hSMß Rm wprl R]wJ∂dp R}ßr[E?ß dj˚Jß tkfKådp eogKß QhQH® gO∂d'FMƒ RMågKßek. rK® tJ∂G;FH∂DMß ekFMß rU∂FhFMƒ 

XH∂gotjEh AhEMß R}ßfUß eK∂tkwkEMƒd; tktO∂G}ƒDMƒ Qhghgkau tLßTH®gl WhtkE/rP∫wlaKß RmfjgKß rU∂Dn, dj˚Jß  QNƒaKß aLç gorUƒDMß RmrJ†DMƒ 

RyDB®RnFh rkwudhwl dKµDMß tkfKådprpSMß QNƒrkDHY∂gKådl vKßaU∂E?ƒ TnEh dL∫ek.   

 

우천  시의 절차  

qlDhSMß sKƒ dkcLå gK®tO∂EMƒDMß wktLßd; RytLƒ dU√dp WNMƒtjRh, qK∂rKƒFh gK®tO∂EMƒDMß 런치 쉘터dp AhdLßek. wJåtLå tlrKß EH∂dKß, wJ∂Dh 

QhWhdLßdl r[TH® gK®tO∂EMƒDMƒ rKåEH®gKßek. RmsKƒ  skajwl tlrKß soso gK®tO∂EMƒDMß vU∂상 tlD] rK≈dl gK®RMœ WN∂tLåd; GbtL®tlrKßR] 

G]wK∂tLƒdp rKƒ rlG/FMƒ rkwlau vU∂상 tlD] rK≈dl dKƒXnfk doqlSb ¨H®DmFh gotKßE?ßek. gK®QnAhSMß wksuFMƒ epfLƒfj dLƒ∆L® Dhwl 

dKµEhFH® gkRh wksudprp DntKßDMƒ cO∂ruWnRh qK∂Tn wozL†DMƒ dLœglEhFHN® gKßek.   

 

지각   

wlTH®wJ®dLß wJ∂tl CNƒtJ®DMß fL∂zJßdptj C/DntJß tkgK∂dlek. qLßqJßgKß wlrK®DMß wksuD] 타학생들의 TndJœ tlrKßDMƒ dK†dkrKßek. 

• DhwJß 8Æ15 dlGn에 도착하는 학생은  RytLƒFh rkwl wJßdp 학교 tkAntLƒdptj tjaU∂godi gKßek. 

•    (5)회 ˚hSMß Rm dltK∂d; wlrK®DMß 출석부에 기록되며 성적표에 ”과도한 지각”으로 표기된다. 

• 학생이 오전 8:15 - 8:44 사이에 학교에 도착하면 “늦은 것”으로 간주된다.  

• 학생이 오전 8:44 이후에 학교에 도착하면 “지각”으로 간주된다.  

•    지각이 (10)g/ SnwJ®E/SMß 1-3gK®sUßtO∂DMß gK®QnAh aUßeKådl DyRnE/au elxPßtUßdl QnR]E?ƒ Tn dL∫ek. 

•    gK®QnAhSMß wksuD; wlrK® aLç XhDygK®Ry CNƒtJ® QnR] XH∂RhFMƒ qK´rp E?ßek. 
•    aKßtJ∂wJ® wlrK®tO∂D; rU∂Dn, RywK∂R]D; 학부모 aUßeKådl r[G?®E?ßek.  

wlrK®dl ejDN® tLårK®gKß ANßwprk E?ƒ  rU∂dn, 학교 행정부는 gK®Qnah aLç·˚hSMß RyDB®Rn gK®tO∂wlD|ß tjqlTmQndp dUßfK®gkau ANßwp SHßd;FMƒ 

D'go rkwJ∂ 방문이 요구될 수도 있다.   

 

전화 

학생은 교사 승인 하에 비상 시 외에는 수업일 동안 전화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잊Rh dKß rkwuD M ß  T N ®wp, dK®rl, 

cpD B ® R} ßfU ß  A N M ƒV N å, wJåt L å ˚hS M ß 점심값은 qltK ∂DmFh rKßwnE/wl dKµS M ßek. dl qK∂cLåDMß gK®tO∂D; cO®dLårKåDMƒ rK∂G]tlzlRh 

EMƒdjDhSMß wJßG]sk qltK∂ 연락을 위해 gK®Ry wJßG]tJßDMƒ dUƒdjSH©EhFH® gkSMß ep vLƒdygk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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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교육구 읽기/영어 및 수학 벤치마크 테스트  

아이-레디 및 기타 다른 벤치마크 평가는 읽기·영어 및 수학에서 학년 수준의 주 표준 달성을 향한 진도 파악을 

위해 실시된다.  

 

캘리포니아 영어 능숙 평가  - ELPAC: 연례 주정부 테스트는 유치원-12학년의 모든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의해 요구되는 표준에 기초한 기준-참조 테스트이다. 학생들은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  

테스트를 치르며 이 테스트는 봄에 실시한다.  

 

OLSAT(Otis-Lenon School Ability Test) - GATEÆ 학사년 영재교육 자격 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CAASPP로부터의 점수는 OLSAT에 대한 학생들의 자격을 부여하는 데 사용된다. OLSAT는 GATE에 대한 자격을 결정하는 

평가 도구이다.  OLSAT에 자격이 있는 학생의 부모는 가용한 시험일과 시간을 통고 받는다.  OLSATdptj 백분위 서열 92 

˚hSMß Rm dltK∂을 받은 학생들은 GATE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판명될 것이다. 학부모는 여전히 OLSAT 시험을 

거절할 선택권을 보유한다. 다른 교육구로부터의 사전 자격은 자격 절차에서 고려될 것이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818) 241-3111 내선 1660으로 연락한다.  

 

교과서 

교과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며, 모든 책을 잘 관리해 사용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이다. 학사년 초, 자녀에게 

지급되는 교과서들을 잘 살펴보도록 한다. 분실, 글 적은 것 또는 파손된 교과서는 학생이 변상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학생 수행 및 진도 평가(CAASPP): CAASPP는 영어/읽고 쓰기 및 수학에 있어 주 표준에 

부합되는 평가를 개발하기 위해 주정부가 이끄는 컨소시움으로 모든 학생들의 고등학교, 대학 졸업 및 경력 준비를 

돕도록 고안되었다. 학업지도에 대한 책임 목적 및 선택적 중간 평가 모두를 포함한 총괄적 평가인 본 시스템은 교사 및 

기타 다른 교육자들이 학생의 성공을 도움에 사용할 의미있는 정보 및 실행 가능한 정보 제공을 위한 최대치를 위해 

3학년을 시작으로 컴퓨터 적응형 시험 테크날러지를 사용한다. 개별 교육안에 대한 일부 개개인을 위한 실시에 있어 더 

적절히 판별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대안 평가가 있다.  

 

 

교통 차선 

RywJ∂ WnD'D; Wnck RH∂rKßDMß RM®gl wpgKßE/dj dL∫ek. 알투라 애버뉴 상의 차선은 wksuD; T M ∂·gkck tl dKßwJ ßD M ƒ EhAhgkrl 

D'go akfUßE ? ß rJ†dlau 뉴욕 애버뉴의 gK®Ry dK √D M ß gK®tO ∂d; T M ∂·gkck wldU®dl dkslek. Dnfl gK®tO∂ 모두의 dKßwJßDMƒ 

D'go gK®QnAhD; gUœWhrk vLƒdygkek. gK®Rydp EhcK®gkdu wksuFMƒ sofuWNƒ tlrKßDMƒ CN∂QNßgl rkwlRh CNƒqKƒgkrjsk rjfl dkfo¨H®dp 

WnckgkRh wksuD] gKå¬p rJƒdj DhaUß  W]wJƒrKåDmFhQnxj qJ†djsKƒ Tn dL∫DMƒ  rJ†dl ek. 

 

교통 원추는 알투라 애버뉴를 따라 자녀를 내려주는 차선을 표시하며, 이 곳은 오전 7:30-9:00 및 오후 

12:30-3:30 사이에 주차 금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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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M ƒfPßepdLƒ  rU ∂cKƒR M ®D M ß RyX H ∂D M ƒ  wntlgkau wJ®R M ®w J ®DmFh xlzP†D M ƒ qK ƒQngkS M ßep Wnwjgkwl dKµD M åD M ƒ DbD;godi gKƒ 

rJ†dlek. 

 

수업 전Æ  

• dkcLådp wksuFMƒ ckFh epfuDhSMß gK®QnAhSMß wlwJ∂E?ß cktJßdp rkSM∂gKß  gKß dK√DmFh ckFMƒ eK∂ru tLßTH®gl wksuFMƒ gkcktlzLßek. 

wksuSMß G}∂tO® wldU®dptjaKß gkckgKƒ tn dL∫ ek. DNßwJßwkSMß ej aKµDMß 차들이 하차 wldU®으로 진입할 수 dL∫ EhFH® rkSM∂gkaUß ckFMƒ 

eK∂ru dK√dp RH∂rKßdl tO∂rlwl dKµrp gKƒ vLƒdyrk dL∫ek.  

 

•  dkEH∂dl ckEh ∆ H®DmFh gkckgkrjsk XmfJ∂ZmFhQnxj ANƒrJßDMƒ  꺼냄을 허용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alfl cO®rkqK∂, ShXm, 

wJåtLåDMƒ  cO∂rlRh ˚hSMß 포옹과 dLœ맞CNå(잊지 않기)을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RmfJß ekDMå gK®QnAhSMß 원추 지역을 qJ†djsk RyXH∂ 흐름dp gKœFbgKßek. 차는 원추 전후에 왼쪽 차선으로 뺄 수 있다.  

 오른쪽 차선은 우회전만 할 수 있는 차선이다.  

 

 

qK ∂R] GnÆ 

• qK∂R] Gn, gK®QnAhSMß wlwJ∂E?ß cktJßDmFh EMƒdjrk wksuFMƒ vL®dJœgKßek. gK®tO∂EMƒDMß ckrk D}ßwJßgl aJåCNƒ ˚o¬kwl G}∂tO®tJß E'dptj 

rlekfLßek. wksurk rlekflRh dL∫wl dKµDMƒ rU∂dn, gK®QnAhSMß cktJßDMƒ XH∂R]gkdu QMƒfK®DMƒ ektl EHƒdkD]di gKßek.  

• wlrK®  vL®dJœÆgK®tO∂DMß Snrk EhcK®gKƒ ˚o¬kwl 사AntLƒFh Qhsowlau vL®dJœgkSMß tkfKåDMß 사AntLƒdp Emƒfu tjaU∂gkRh epfurKƒ 

vLƒdyrk dL∫ ek.  

• THßD' gU∂wpwkaoFMƒ rkwLß wjgK®sUßtO∂EMƒDMß vL®dJœE?ƒ  ˚o¬kwl dKƒXnfk doqjSb wKß디qK≈ wldU®D; rpdlXm dKß∆ H®dptj rlekfudi 

gKßek. 

•  DncJß tldpSMß tlrKßd; duDbFMƒ 갖Rh DhEhFH®gkau wksurk vL®dJœDMƒ rlekflSMß EH∂dKß 젖wldKµrp DntKßR] DnqlFMƒ cO∂ru QhsoEhFH® 

gKßek.  

•  xK®dk 버스 aLç XM®TnRyDB®만 SbDY® doqjSbFMƒ dlDHY∂godi gkau dKƒXnfk doqjSbD; cktJßdptjD] EH∂dLƒgKß wlcLådl wJ®DY∂E?ßek. 

 

승�하차선 감독을 돕는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학부모는 사무실에 연락한다. 

 

 

도보 등�하교생 

•  gkdl G]dlQmÆ SbDYH®R] dKƒXnfkD; 횡단보도FMƒ tkDHY∂gkSMß gK®tO∂EMƒDMß RyXH∂fI∂dl rkwK∂ aKµDMß tlrKß EH∂dKß ckEh G?∂eKß tl, 

 gkdl G]dlQmFMƒ tkDHY∂gKßek. gkdl G]dlQm는 G?∂eKßgkrl D'go 5aU∂(최소)dl AhdLƒ ˚o ¬kwl rlekfLßekSMß d;aldlek. dKßwJßtK∂ 

 RmFNœDMß Qhek rktlwJ®dlau RyXH∂D; GmFMåDMƒ Qhek D|ßG}ƒzp gKßek. 

•   교차로에서는 뛰지 않고 rJƒdjtj G?∂eKßgKßek. 

• gK®tO ∂D M ƒ “Wnck R M åwl,”  wJ®tO® wldU®, RyckFh ˚hS M ß 횡단보도dp 승�하차시키지 않는다. RmƒfPßepdLƒ 

 rU ∂cKƒR M ®D M ß dlfjgKß D'qKßdp eogo W M ®tl xlzP†D M ƒ  qKƒQngK ß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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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및 자원봉사자   

보안상의 이유로, 특정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캠퍼스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절차:   

•   DhwJß 7Æ30 - DhGn 4Æ00 tkdl 캠퍼스 방문자 및 자원봉사자들은 학교 사무실에서 체크인 할 것이 요구된다.       

•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gK®QnAhD; dlFMåDMß RytkD; wkD|ßQH∂tkwk aU∂eKßdp DHƒfkdL ∫djdi gkau, gK®QnAhSMß AnrUƒgO® WM∂aU∂DMƒ 

  wpCNƒgodi gKßek. 사AntLƒdp EMƒfu tjaU∂gkrl wJß tkwJßdp RytkD] dI®TH®dl E/dj dL∫djdi gKßek. 

•  교정에서 자원봉사 시, 매번 학교 출입시간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  보안상의 이유로, 방문객 또는 자원봉사 배지/스티커는 캠퍼스에 있는 동안 항상 명확히 보이도록 착용해야 

  한다.  

•  학생들과 함께 하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유자격 인사와 가까이 직접적인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  fL∂zJßdptj wkD|ßQH∂tkgkSMß gK®QnAhSMß 자원 봉사자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며 RywJ ∂D; gK®tO ∂D M ƒ d'go wJ ∂gowLß 

 Q H ®w K ∂ RbcL®D M ƒ ˚kF M ƒ rJ†dl 요청된다. “RMßFh” G}ßrU∂dptjD; wJ®wJƒgKß QH®wK∂ cK®DY∂ aUßdptj gK®tO∂dprp QHßQhrlFMƒ 

 QhduWnSMß rJ†DMß aoDn WN∂dygk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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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규칙 및 훈육 

 

학교 기본  규칙 

AhEMß gK®Ry RbcL®DMß cLßwJ ƒ, W H ßW N ∂ aLç   안전을 기반으로 한다. 학급 규칙 및 qlgO∂dp ˚kFMß rUƒR]SMß Rytkdp d;go gK®RMœdp 

rptlE/dj dL∫ek. 학급 규칙의 검토 및 논의는 연중 내내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학생 책임 

gK®tO∂EMƒDMß cLßwJƒ, WHßWN∂ aLç   dKßWJßR] R}ßfUßgkdu wktLßd; gO∂EH∂ tJßxO®dp eogo cO®dLåwudi gKßek.   

•  AhEMß gK®tO∂EMƒDMß gK®RyD; AhEMß tJ∂dLßDmFhQnxjD; wltlFMƒ WHßWN∂gkRh ˚kFMßek.  

• AhEMß gK®tO∂EMƒDMß xkdLßd; R|ßflD] wotKßDMƒ WHßWN∂gKßek. 

• AhEMß gK®tO∂EMƒDMß gK®Ry wktKßDMƒ WHßWN∂gkRh dk¬Lßek.  

• AhEMß gK®tO∂EMƒDMß gK®Rydp dL∫ DMƒ ˚o¥Nß dkslfk EM∂�gkRy tldpEh wLƒtjwJ∂dUßgkrp 행동한다.    

 

보상 및 위반의 결과 

wJ®wJƒgKß gO∂EH∂dp eogKß QhtK∂dpSMß “Paws of Praise” , fL∂zJßd; “Good Citizen” 시상 aLç  aodLƒ aodLƒd; RM∂wJ∂wJ® gK®Ry rU∂gJådl 

dL ∫ek.    

 

비행의 결과  

• 경고 - 학급 교사는 규칙을 가르치고 강화시킨다.  

•  Rytkrk QnR]gkSMß  징계 - elxPßtUß, XM®qUƒ R]wp, GbtL®tlrKßdp “dK÷dk dL∫rl”, 학급에서 타임아웃 및/또는 위반사항의 

 서류 작성을 포함할 수 있다.  

• gK®qnAh XH∂Rh - RywK∂dl R}ßdugKƒ TnEh dL∫다.  

•  gK®QnAh aUßeKå – 학부모, 학생 교사 및/또는 교장이 참여할 수도 있다.  

•  eocp wJ∂gK® ˚hSMß wJ∂gK®  

 

 

학교 지참 금지품  

• Rytkrk DyRngkwl dKµDMß 소모품들 

•  AhEMß WH∂FbD; wK∂sKßrKå 

•  zOßel 

• ¬Jå 

• QNMƒvLƒdygKß  EHß 

• rKßtL®dlsk wJåtLå D/D; rkD/ DMåtL® 

• 개인 음악 관련 기기들을 포함하여 값지거나 귀중한 사물  

• AhEMß WH∂FbD; D'gJåANƒ 

•  바퀴달린 백팩은 결코 권장되지 않음(교실에서의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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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방침   

fL∂zJßd; GNßDB® qK∂cLåDMß gK®tO∂EMƒdl RbcL®d; WHßwo dlDb aLç RmEMƒdl eK∂aUßgkSMß ANßwpEMƒDMƒ ekFnSMß qK∂tL®dp eogKß dlgoFMƒ EHœrl D'gKß 

전략들을 병행하며 학생들은 교사와 행정관에 의해 학급/학교 규칙 및 그들의 행동에 대한 보상 및 결과에 대해 

통보된다 

 

fL∂zJßdptj DnflSMß RM∂wJ∂wJ®dLß aUßdp chwJåDMƒ 맞CnfuRh ShfU®gKßek. DnflSMß 매월 국기 게양식을 가지며, rK®  gK®RMœd; GNƒFB∂gKß gK®tO∂ 

tlaLßDMƒ clgk하고, 그 의식 동안에 wJ®wJƒgKß  VNågO∂DMƒ qhdlSMß gK®tO∂dp 대해 상dmfh서 학년 별fh  “Paws of Praise” 추첨을 

실시한다. 인격 교육 프로그램이 본보기로써 사용된다.  

 

긍정적인 행동 지원 및 중재 (PBIS) 
학교 차원(전교)의 훈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진보의 하나는 긍정적인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절한 학생 행동을 

정의하고, 가르치고, 지원하기에 능동적인 전략을 포함하는 학교 차원(전교)의 지원 시스템에 대한 강조이다. 개별 행동 

관리 계획의 단편적인 접근을 사용하는 대신 학교 내 모든 학생을 위한 지속적인 긍정적 행동 지원이 교실 및 교실 외의 

환경(복도, 버스 및 화장실과 같은 곳)을 포함하는 구역에서 실시된다. 긍정적인 행동 지원은 검증된 연구 사례와 교육 

및 학업이 이루어지는 환경 간의 연결 고리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환경 고안을 위해 학교, 가족 및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적 기반 시스템 접근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초점은 표적이되는 행동의 효과가 낮고, 효율적이며 

관련성이 높고 바람직한 행동을 보다 기능적으로 만듬으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 방식의 결과를 향상시키는 지원 

시스템인 단계 1 지원(일반적), 단계 2 지원(표적 그룹), 단계 3 지원(개별적)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빈번히 문의되는 질문으로, “아이들에게 선하라고(착하라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왜 그저 좋은 행동을 기대할 수는 없는가?”  TV 인물의 악명 높은 말 중에 “그게 어떻게 된 거죠?” 가 

있다. 과거에, 전교 훈육은 질책, 특전 상실, 사무실 의뢰, 정학 및 퇴학을 포함하여 처벌에 근거한 전략들 실시로 특정 

학생  비행에 대한 반응(대처)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 연구조사는 징벌의 실시, 특히 그것이 일관적이며 다른 긍정적인 

전략들의 부재 하에 사용될 경우, 비효율적임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소개하고 보여주며 강화하는 것이 

학생의 교육적 경험의 중요한 단계이다. 품행 기대치를 가르치고 그것을 따름에 대해 학생을 보상하기는 비행의 발생을 

기다리고 대응하기보다는 훨씬 보다 나은 긍적적 접근이다. 전교 PBIS의 취지는 적절한 품행이 일반적인(표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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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교육법 : wJ ∂gK® aL ç  X/gK® 교육법  48900  – 정학 또는 퇴학에 대한 근거; 관할 구역; 

입법  취지(의회 수정 법안 86.  2009년 1월 1일 발효) 

 

(a)  (1) xkdLßdprp tLßcptK∂goFMƒ rkgkrjsk tlEhgkrjsk gUœqK®gKå.  

 

   (2) wJ∂eK∂qK∂D'D; rU∂DnFMƒ wpD/gkRh xkdLßdp Rhd;wJ®DmFh D}ßfU®dlsk VH®fU®DMƒ tkDY∂gKå. 

 

 (b) gK®tO∂dl CH∂rl, zKƒ, VH®qKƒANƒ ˚hSMß  rlxk D'gJåANƒ rkDNßep dj˚Jß  rJ†DMƒ gK®RyD; DbwkrU® wL®D|ßDmfhQnxj gjrktjFMƒ 

qKƒQnqK´Rh RmrJ†DMƒ RywK∂dlsk RmD; eoflrk TM∂dLßgkdu ThwlgkSMß rU∂DnFMƒ wpD/gkRh tK∂rl ANƒrJßEMƒDMƒ Thwl, vKßao ˚hSMß 

RH∂RMœgKå 

 

(c) QhrJß aLç dKßwJßqJœ 10qn 2wK∂(11053Wh dlgk)dp dUƒrjE?ß XH∂wpANƒwLƒ, dKƒZhGHƒtJ∂  DMåfy ˚hSMß AhEMß  WH∂FbD; akC' 

ANƒwLƒEMƒD; qlgKœqJœwJ®  Thwl, tkDY∂, vKßao, RH∂RMœ  ̊ hSMß dU∂gI∂gkdp dL∫dJ∫DMå. 

 

(d) QhrJß aLç dKßwJßqJœ 10qn 2wK∂(11053Wh dlgk)dp dUƒrjE?ß XH∂wpANƒwLƒ, dKƒZhGHƒtJ∂  DMåfy ˚hSMß 모든 WH∂FbD; akC' 
ANƒwLƒEMƒDMƒ qlgKœqJœwJ®DmFh  wpRH∂, vKßao dKƒtJß ˚hSMß gUœtK∂DMƒ gkRhsktj xkdLßdprp ekFMß dO®cp, ANƒwLƒ  ˚hSMß ANƒrJßDMƒ 

RmrJ†EMƒdl XH∂wpE?ß ANƒwLƒ, dKƒZhGHƒtJ∂ DMåFy ˚hSMß akC' ANƒwLƒdLßdI∂ vKßao, wJßeKƒ ˚hSMß RH∂RMœgKå. 

 

(e)  wJƒEh ˚hSMß  cK®C'FMƒ qJågkrjsk tlEhgKå. 

   

(f) gK®Ry ˚hSMß rodLß ThDbANƒDMƒ vkTHßgkrjsk tlEhgKå. 

 

(g)  gK®Ry ˚hSMß rodLß ThDbANƒDMƒ wJƒehgkrjsk tlEhgKå. 

 

(h) eKåqo, duTH∂fUß, alsl duTH∂fUß, 정향 담배, andUßeKåqo, TmsjVm, …LœSMß eKåqo aLç  qpxPƒDMƒ VhgKågKß, Rmfjsk 

dlrJ†EMƒ dpaKß RN®gKßE/wl dKµDMß  담배 ˚hSMß slZhxLßdl gKådbE?ß  wpVNåDMƒ Thwl 또는 tkDY∂gKå. Rmfjsk dl gK∂AH®DMß gK®tO∂D; 
D;tkrk cjqK∂gKß ANƒVNåD;  Thwlsk tkDY∂DMƒ RMågkwlSMß dKµDMå. 

 

(i)  음란한 행위를 범하거나 습관적으로 욕설 또는 상스러운 언동을 tkDY∂gKå. 

 

(j)  QhrJß aLç dKßwJßqJœ 11014.5Whdp wJ∂d;E?ß akdI®tkDY∂ EhRn 판매를 위한  QNƒqJœwJ® Thwl, wpRH∂, vKßao dKƒtJß ˚hSMß 
gUœtK∂gKå.  
 

(k)  gK®RyG}ƒEH∂ qK∂go ˚hSMß tnvjqkdlwj, Rytk, gO∂wJ∂R}ß, wL®D|ß, D;AnTngO∂ WN∂D; rlxk gK®Ry dLßtkD; wJ∂eK∂gKß R|ßD'dp 

RhD;wJ® DmFh EhwJßgKå. 

 

(l)  dKƒaUßtjEh gK®Rysk rodLßD; EhsKß VNåDMƒ TnC'gKå. 

 

(m)  ahWh CH∂rlD; thwl. QHß gK∂AH®dptj “ahWh CH∂rl”fKß Rm D/R}ßdl rlWHßD; tLƒwp 총기D] aoDn Dbtkgkdu QhXH∂ 

tkfKådl RmrJ†DMƒ qhRh tLƒwp CH∂rlFh Dhgozp gkSMß AhWhVNåDMƒ D;algK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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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gU∂qJœ 261, 266c, 286, 288, 288a, ˚hSMß 289gK∂dp RbwJ∂E? ß tJ∂VH®gO∂DMƒ qJågO∫rjsk tlEhgKå ˚hSMß gU∂qJœ 

243.4gK∂dp RbwJ∂E?ß  tJ∂wJ® RnxkFMƒ qJågKå. 

 

(o) gK®RyD; GNßDB® wL∂r[wJƒckdp dL∫djtj vlgoFMƒ RhqKƒgkSMß WM∂dLß ˚hSMß WM∂dLß gK®tO∂DMƒ Rmrk WM∂dJß  AH†gkEhFH®, ˚hSMß Rm 

gK®tO∂D;  WM∂dJßdp eogKß qhQH®D; D;Ehfh, ˚hSMß Rm AhEMß dI∂¨H®D; dlDbFh RmFMƒ R/FHœglrjsk gUœqK®gkrjsk D'gUœgKå. 
 

(p) cjqK∂dI® SOMA (dlD}ß·wLßXH∂wp)DMƒ QNƒqJœwJ®DmFh wpRH∂, vKßao dKƒtJß, 판매 협상 ˚hSMß 판매gKå,  

 

(q) xk gK®tO∂DMƒ R/FHœglrjsk R/FHœglfuRh tlEhgKå. QHß  gK∂AH®dptj “R/FHœgLå”dlfKß RyDB®rlR}ßdp D;go RH∂tL®wJ®DmFh 

dLßwJ∂E/dJ∫EMß dkslEMß gK®tO∂eKßcp ˚hSMß WhwL®dptj tLßdLœ tLßRhtL® ˚hSMß d[ql tLßdLœ tLßRhtL®D; TneKßDmFh 

gO∂gowlSMß  gO∂D'FMƒ aKƒgkau R]rj, gUßwo ˚hSMß alfoD; gK®tO∂dprp tLåtLßd; tK∂go, cK∂vl ˚hSMß RNMƒDYH®DMƒ dirltlzlSMß 

tLårK®gKß tLßcp ˚hSMß wJ∂tLßwJ® goFMƒ ChfogKƒ tn dL∫ek. QHß gK∂AH®D; “R/FHœgLå”dpSMß TmVhCm gO∂tk ˚hSMß gK®Ry GnD|ß 
gO∂tkSMß VhgKåE/wl dKµ SMßek.  

 

(r)  32261Wh(f) aLç (g) gK∂dp RbwJ∂E?ß eoFh djSm XM®wJ∂ gK®tO∂ ˚hSMß gK®Ry dLßtkdp eogKß DHßfkdLß tK∂d; dI®wk 
R/FHœglrl(bullying)FMƒ VhgKågkSMß, Rmfjsk dlrJ†dp RN®gKßE/wl dKµ DMß, dI®wk R/FHœglSMß gO∂D'FMƒ gKå.  
 

(s)  gK®tO∂D; gO∂EH∂dl RyDB®rKådlsk RywK∂D; R}ßgKƒgkdp dL∫SMß gK®Ry so ˚hSMß xk RyDB®Rn sodptj dLƒdjskSMß gK®Ry G}ƒEH∂ 

˚hSMß gK®Ry CNƒtJ®R] R}ßfUßE/wl dKµSMß dltK∂ QHß gK∂dp dUƒrjE?ß dj˚Jß gO∂EH∂EMƒdp eogotjEh gK®tO∂DMß wJ∂gK®dlsk X/gK®E?ƒ Tn 

dJ≥ek. gK®tO∂DMß QHß gK∂dp dUƒrje/Rh dkfo tlrKß EH∂dKßdp dLƒdjskSMß, Rmfjsk dl tlrKßEMƒdpaKß gKßwJ∂E/wl dKµDMß, gK®Ry 

G}ƒEH∂dlsk CNƒtJ®R] dUßR}ßE?ß  dj˚Jß gO∂EH∂EMƒdp eogotjSMß wJ∂gK®  ̊ hSMß X/gK®DMƒ  qK´DMƒ tn dL∫ek. 

 

 (1)  gK®Ry DNßEH∂wK∂dp dL∫SMß EH∂dKß 

 

 (2)  EM∂⋅ gkRY†rLƒ EH∂dKß 

 

 (3)  교정 안 또는 밖에서의 점심시간 동안   
 

 (4)  gK®Ry GnD|ß gO∂tk cKådu ˚hSMß Rm RH†dp dhrkSMß EH∂dKß 

 

(t)  gU∂qJœ wp 31Whdp RbwJ∂E? ß eoFh xkdLßdp eogKß tLßcptK∂go, ˚hSMß tlEhFMƒ Ehd]Wnrjsk RytkgkSMß gK®tO∂DMß 

QHß  gK∂dp ˚kfk  X/gK®DMß dkslfkEh wJ∂gK®E?ƒ tn dL∫ek. Rmfjsk G;tO∂wkrk ZMß  tLßcptK∂goFMƒ dLœDMß tLßcp VH®fU® qJåW/D; 

QhWhwk ˚hSMß RytkwkFhtj  cJ∂thsUß qJœwJ∂dp D;go vKßwJ∂ qK´DMß gK®tO∂DMß (a) gK∂dp ˚kfk wL∂r[E?ßek. 
 

(u) QHß gK∂dp dJßRMœE/SMß “gK®Ry wktKß“dpSMß wJßwk tjFb aLç  epdlxk qpdlTmrk VhgKåE/au dlrJ†dpaKß RN®gKßE/SMß 

rJ†DMß  dkslek. 

 

(v)  RyDB®rKådlsk RywK∂DMß wktLßd; vKßeKßdp ˚kfk QHß  gK∂dp D;rjgkdu wL∂r[E?ƒ gK®tO∂dprp wJ∂gK® ˚hSMß X/gK® eotLß 

zkDNßTMƒfL∂ aLç  QNßsh R}ßfl 프로그램이 VhgKåE/SMß, Rmfjsk dlrJ†EMƒdpaKß RN®gKßE/wl dKµSMß eodKßDMƒ wpRH∂gKƒ Tn dL∫ek.  

 

 (w) dLœqJœD; C'wlSMß AneKßrUƒtJ®, wlrK® ˚hSMß gK®Ry G}ƒEH∂dp QNƒcKågkSMß gK®tO∂dp eogo wJ∂gK® ˚hSMß X/gK®D; eodKßDMƒ 
QnR]gkSMß rJ†dl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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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00.1 - 48900(i)  ˚hS M ß 48900(k) D'qKßDmFh Rytkdp D;go wJ ∂gK®E ? ß gK®tO ∂;  gK®QnAhD; TndJœtlrKß 
C N ƒt J ®;  wldU® qK ∂cLå aL ç wJƒck 
 

(a)   rK®  RyDB®RnD; RyDB®D'D|ßG/SMß Rytkrk RyDB®qJœ 48900WhD; (i)  ˚hSMß  (k) gK∂dp aU∂tlE?ß dlDbFh 48910Whdp ˚kfk 
Rytkdp d;go wJ∂gK®E?ß gK®tO∂d; gK®Qnah ˚hSMß GnrUßdLßdprp RmD; wksu ˚hSMß vlQhGhdLßD; gK®RMœdptj TndJœtlrKß WN∂ 

dLƒQnFMƒ CNMƒtJ®gkEhFH® Rytkrk DyRngKƒ Tn dL∫rp gkSMß qK∂cLåDMƒ coxO®gKƒ Tn dL∫ek. qK∂cLåDMß CNƒtJ® XH∂Rh DyrJß WNßTnFMƒ 

dlgO∂cl AH†gkrp gKƒ TnEh dL∫SMß wJ∂eK∂gKß DyThEMƒDMƒ Rhfjgodi gKƒ rJ†dlek. gK®QnAh ˚hSMß GnrUßdLßd; CNƒtJ®DMß wJ∂gK®qK´DMß 

gK®tO∂d; gK®RMœdp RN®gKßE?ßek.  

 

(b)  qK∂cLåDMß 35291 aLç 35291.5Whdp RbwJ∂E?ß wJƒckdp ˚kfk coxO®E/au gK®QnAh aLç  GnrUßdLßDMß qK∂cLådl tLƒtlE/rl 

wJßdp Rmdp eogo XH∂Rh qK´dkdi gKßek. RytkSMß QHß gK∂dp ˚kfk coxO®E?ß AhEMß qK∂cLåDMƒ gK®RMœ soD; AhEMß gK®tO∂EMƒdprp 

dLƒR}ßE/rp wJ®DYH∂godi gKßek. coxO®E?ß  qK∂cLådpSMß RyDB®Rnrk ekDMå tkgK∂EMƒD; tJ∂C'FMƒ D'go ˚kFmSMß wJƒckrk VhgKåE?ßek. 

  

 (1) QHß  gK∂d; AH®wJ®DMƒ D'go gK®Rydp CNƒtJ®gkSMß gK®QnAh ˚hSMß GnrUßdLßdl gK®RMœ CNƒtJ®DMƒ øM≈akclRh gK®RyFMƒ ˚jskrl 

   wJßdp gO∂wJ∂R}ß ˚hSMß RmD; eofldLßDMƒ aKßskQhEhFH® gkrp gKßek. 

 

 (2) QHß  gK∂dp ˚kFMß gK®Ry CNƒtJ® DyRndp QNƒDM∂gkSMß gK®Qnah ˚hSMß GnrUßdLßdp dUßfK®gKßek.  

 

 (c)  Rytkrk (a)gK∂dp ˚kFMß wJƒckFMƒ QnR]gkrp E/aUß RywK∂DMß gK®QnAh ˚hSMß GnrUßdLßD; CNƒtJ®dl qJœdp ˚kfk dyRnE/SMß 
rJ†dlfkSMß XH∂RhtjFMƒ Qhsodi gKßek. QHß gK∂DMß tLƒwp gK®tO∂R] gKå¬p tKƒRhdL∫SMß gK®QnAh ˚hSMß GnrUßdLßdprpaKß wJ®DYH∂E?ßek. 

 

(d)  (c)gK∂dp ˚kfk XH∂RhtjFMƒ qK´DMß gK®QnAh ˚hSMß GnrUßdLßDMß XH∂Rhtjdp aU∂tlE?ß gK®RMœdp CNƒtJ®godi gKßek. XH∂RhtjSMß 
gK®Qnah ˚hSMß gnrUßdLßD; CNƒtJ®DMß gK®tO∂dl gK®RMœdp ektl EHNƒdkDhSMß sKƒ ˚hSMß (a)gK∂dp ˚kfk RyDB®D'D|ßG/dp D;go coxO®E?ß 
qK∂cLådp D;go wJ∂gowLß eoFh RmGn wJ®wJƒgKß rlrKß  sodLåDMƒ aU∂tlgKƒ Tn dL∫ek.  

 

 

48900whdp aU∂tlE?ß tkDb d/dp RyDB®rKå ˚hSMß gK®tO∂dl EM∂FH®E/dj dL∫SMß gK®RyD; RywK∂dl 212.5gK∂dp RbwJ∂E?ß tJ∂g;FH∂DMƒ 

gK®tO∂dl qJågO∫ekRh vKßwJ∂gkaUß gK®tO∂DMß wJ∂gK®E/rjsk X/gK® R|ßRhFMƒ qK´DMƒ Tn dL∫ek. 

 

QHß wK∂D; 212.5gK∂dp RbwJ∂E?ß gO∂EH∂EMƒDMß G;tO∂wkD] EH∂dLƒgKß tJ∂D; QhXH∂ tkfKådl qhrldp Rm gO∂D'rk rodLßD; gK®dJœ 

TngO∂dp QnwJ∂wJ®  CN∂rU®DMƒ alclrjsk D'gUœwJ®, wJ®eowJ® ˚hSMß gUådhwJ®dLß RyDB®G}ßrU∂DMƒ aKßEMƒ wJ∂EhFh 심각한 또는 

광범위한 rJ†dmfh rKßWnE/di gKßek. QHß gK∂DMß 유치원 및 1gK®sUßdptj 3gK®sUß¬kwlD; gK®tO∂EMƒdprpSMß wJ®DY∂E/wl dKµSMßek. 

 

48900 aLç 48900.2Whdp aU∂tlE?ß  tkDb d/dp 4dptj 12gK®sUß¬kwlD; gK®tO∂EMƒDMß RyDB®rKå  ̊ hSMß gK®tO∂dl EM∂FH®E/dj dL∫SMß 

gK®Ryd; RywK∂dl 233 (e)gK∂dp RbwJ∂E?ß WM∂dh VH®gO∂DMƒ  gK®tO∂dl qJågkrjsk tlEhgkrjsk gUœqK®gkrjsk rkeKågO∫ekRh 

vKßwJ∂gkaUß wJ∂gK®E/rjsk X/gK®dl R|ßRhE?ƒ Tn dL∫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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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00 aLç 48900.2Whdp aU∂tlE?ß  tkDb d/dp, 4dptj 12gK®sUß¬kwlD; gK®tO∂EMƒDMß  gK®tO∂dl EM∂FH®E/dj dL∫SMß gK®Ryd; 

RyDB®rKå ˚hSMß RywK∂dl gK®tO∂dl D'gUœwJ® ˚hSMß wJ®eowJ®dLß  RyDB®G}ßrU∂DMƒ aKßEMƒdj gK®RMœ TndJœd; qK∂go, tK∂eK∂gKß AnwLƒtjd; 

Chfo aLç gK®tO∂dlsk gK®Ry dLßtkD; R|ßflFMƒ cLågogkdu tLƒwpwJ®DmFh  tK∂eK∂gl rleogKß GyR]FMƒ rkwuDHƒ wJ∂EhFh tLågKß 

R/FHœgLå, gUœqK®, D'gUœDMƒ RyDB®Rn dLßtk ˚hSMß gK®tO∂dprp d;EhwJ®dmFh rkgO∫ekRh vKßwJ∂gkSMß rU∂Dn, wJ∂gK®E/rjsk X/gK®dl 

R|ßRhE?ƒ  Tn dL∫ek. 

 

48900.5             

      

48900.6 

 

wJ∂gK®DMß rlxk ekFMß gO∂EH∂ RywJ∂TneKßdl wJ®wJƒgKß VNågO∂DMƒ rkwuDhwl dKµ DMƒ rU∂dndpaKß QnR]E?ßek. Rmfjsk 56026gK∂dp 

RbwJ∂E?ß d[D/wJ®dLß vLƒdyFMƒ rkwLß rodLßDMƒ VhgKågkdu gK®tO∂DMß RywK∂ ˚hSMß RyDB®rKådl 48900WhD; (a). (b), (c), (d) ˚hSMß 
(e) gK∂DMƒ gK®tO∂dl D'qKßgO∫ekRh, ˚hSMß gK®Rydp dL∫djtj gK®tO∂d; WHßwork tkfKådlsk wotKßdp D'gJådl E/rjsk RyDB® 
qK∂goD; D'gJådl dL∫ekRh vKßwJ∂gkSMß rU∂Dn, cJ†  D'qKßtl 48900Whdp dUƒrjE?ß goeK∂ tkDbFh dLßgo wJ∂gK®E?ƒ Tn dL∫ek.   

 

QHß gK∂dp tJƒaU∂E?ß wL∂r[D; dLƒQnFhtj ˚hSMß wL∂r[ eotLßdp RywK∂dlsk RmD; eofl, RyDB®rKå ˚hSMß RyDB®D'D|ßG/SMß gK®tO∂dl 

RywJ∂dptj QH∂tkFMƒ gkEhFH® ˚hSMß gK®tO∂d; gK®QnAh ˚hSMß GnrUßdLßDmFhQnxj TM∂dLßtjFMƒ qK´Rh gK®tO∂dl TndJœdl dJ≥SMß EH∂dKß 

RywJ∂  qK®® wldU®tkG/ tjqlTmFMƒ gkEhFH® DyRngKƒ Tn dL∫ek. QHß gK∂dp dL∫djtj ”wldU®tkG/ QH∂tk”fKß DH®D/ alG], RH∂EH∂cp 
˚hSMß RywJ∂ rotJß aLç Rytk, EH∂Fy ˚hSMß cJ∂ThsUß QhWh VmFhRmfOå QNßdidptj wldU®tkG/sk RywJ∂dptj gkSMß dLƒdl 

VhgKåE/sk dlrJ†EMƒdpaKß RNM®gKße/SMß  rJ†DMß dkslek. QHß  gK∂DMß gK®tO∂dl 48915Whdp ˚kfk wJ∂gK®, X/gK® rUƒwJ∂ eorl WN∂dLƒ 

rU∂DndPß wJ®DY∂E/wl dKµSMßek. Rmfjsk X/gK® R|ßRhrk dlgO∂E/wl dKµ rjsk WhrJß ˚hSMß rlxk gO∂wJ∂ WhclFh dLßgo WN∂eKßE?ƒ 

rU∂Dn, QHß gK∂DMß wJ®DYH∂E?ßek.  

 

 (a) 48900, 48900.2, 48900.3 aLç 48900.4Whdp aU∂tlE?ß  tkDb d/dp RyDB®rKå  ̊ hSMß gK®tO∂dl EM∂FH®E/dj dL∫SMß 

gK®Ryd; RywK∂dl gK®Ry dLåD|ßdlsk gK®Ry wktKß  ˚hSMß Rm dI∂¨H®dp eogo gK®tO∂dl xpfj D'gUœDMƒ rkgO∫ekRh vKßwJ∂gkaUß 

wJ∂gK®E/rjsk X/gK®dl R|ßRhE?ƒ Tn dL∫ek. 

 

 (b) QHß  gK∂dp dL∫djtj ”xpfj D'gUœ”DMß  xkdLßdprp tkaK∂, tLårK®gKß  tLßcp tK∂go ˚hSMß $1,000  dltK∂d; wktKß vlgoFMƒ 
dLƒDmzlSMß qJåW/FMƒ qJågkrl D'go D;EhwJ®DmFh D'gUœDMƒ rkgkSMß tkfKåd; tjaUß  ˚hSMß RnEn dJßRMœDMƒ VhgKågkSMßep dJßRMœDMß 

qlFH® RmrJ†DMƒ tLƒgO∂DmFh DHÅrLƒ D;Ehrk dJ≥ek gkejfkEh Rm D'gUœdl rkgowLß tK∂G}∂ gkdptj QHƒ ˚o xpfj AH®wJ®d; 

tLårK®tJ∂, D'gUœ tLƒgO∂d; rLßqK®tJ∂DMƒ D'gUœ qK´SMß tK∂eodprp wJßeKƒgkSMß ep dL∫dj aoDn aU∂FygkRh AnWhrJßwJ®dlau 

WM®rK®wJ®dldutj D'gUœ  qK´SMß tkfKådl wktLßR] RmD; rkWH®D; dKßwJß ˚hSMß  gK®Ry wktKß ˚hSMß wktLßdlsk rkWH® wktKß QhGhdp 

eogo wlTH®wJ®DmFh RH∂Vh tK∂xodp EMƒrp gkdu Rm dJßRMœdl D'gUœDmFh qK´dkwlrpøMå gkSMß RncpwJ® D;EhFMƒ 갖는 것이다.  

 

gK®tO∂DMß Rmrk EM∂FH®gkdu dL∫ SMß gK®RyD; RyDB®rKådlsk RywK∂dl 다음에 dUƒrjE?ß D'qKß gO∂EH∂DMƒ qJågO∫ ekRh rUƒwJ∂gkwl dKµSMß 

dltK∂ wJ∂gK® ˚hSMß X/gK®dl rJßD;E?ƒ Tn dJ≥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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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kdLßdprp tLßcptK∂goFMƒ rkgkrjsk tlEhgkrjsk gUœqK®gKå.  

  

2. G]rl, zKƒ, VH®qKƒANƒ ˚hSMß rlxk D'gJåANƒDMƒ RywK∂dlsk eofldLßd; EH∂D; gkdp 유자격 RywL®D|ßdmFhQnxj thwl 

gjrktjFMƒ qKƒQnqK´wl dKµRh dlfJß ANƒrJßDMƒ Thwl, vKßao 또는 wpRH∂gKå. 

 

3. QhrJß aLç  dKßwJßqJœ wp10Qn, wp2wK∂(wp11053Wh dlgk)dp dUƒrjE?ß AhEMß WH∂FbD; XH∂wpANƒwLƒ, dKƒZhGHƒtJ∂ DmåFy ˚hSMß 

AhEMß WH∂FbD; akC'wpD; QNƒqJœ Thwl, tkDY∂, vKßao, wpRH∂ ˚hSMß Rm QH®DY∂D; dU∂gI∂gkdp dL∫dJ∫DMå. 

 

4. QhrJß aLç  dKßwJßqJœ wp10Qn, wp2wK∂(wp11053Wh dlgk)dp dUƒrjE?ß AhEMß WH∂FbD; XH∂wpANƒwLƒ, dKƒZhGHƒtJ∂  DmåFy ˚hSMß 

AhEMß WH∂FbD; akC' ANƒwLƒEMƒDMƒ  QNMƒqJœwJ®DmFh wpRH∂, vKßao dKƒtJßdlsk gUœtK∂DMƒ  gkRhsktj xkdLßdprp ekFMß dO®cp, ANƒwLƒ 

aLç  ANƒrJßDMƒ RmrJ†dl XH∂wpE?ß  ANƒwLƒ, dKƒZhGHƒtJ∂ DMåfy ˚hSMß akC' ANƒwLƒdLßdI∂ vKßao, qoeKƒ ˚hSMß RH∂RMœgKå.  

 

5. cK®C'FMƒ  qJågkrjsk tlEhgKå. 

 

6. gK®Ry ˚hSMß rodLß ThDbANƒDMƒ vkTHßgkrjsk vkTHßDMƒ tlEhgKå. 

 

7.  gK®Ry ˚hSMß rodLß thDbANƒDMƒ wJƒehgkrjsk tlEhgKå.   

                          

8. eKåqo, thgU∂ duTH∂dUß, ZMƒFhQm R|ßdUß, AndUß eKåqo, ZheKåqo, dLœeKåqo aLç qpxPƒDMƒ vhgKågkSMß, Rmfjsk dlrJ†EMƒdpaKß 

RN®gKßE/wl dKµDMß eKåqosk slZhxLßdl VhgKåE?ß wpVNåDMƒ Thwlgkrjsk tkDY∂gKå. Rmfjsk dl gK∂DMß gK®tO∂dl Rmdprp 

cjqK∂E?ß  dlfJß  ANƒrJßEMƒD; 소지를 RMågkwlSMß dKµSMßek. 

 

9.   음란한 행위를 범하거나 습관적으로 욕설 또는 상스러운 언동을 tkDY∂gKå. 

 

10. QhrJß aLç dKßwJßqJœ 11044.5Whdp aU∂tlE?ß akdI®DY∂ EhRnEMƒDMƒ QNƒqJœwJ®DmFh  Thwl ˚hSMß vKßaogkrl D'go wpRH∂, dKƒtJß 

˚hSMß GM∂wJ∂gKå. 

 

11.  gK®RyG}ƒEH∂ qK∂go ˚hSMß rKåEH®, Rytk, gO∂wJ∂R}ß, RywL®D|ßdlsk wkrl dLåAn TngO∂ WN∂D; rlxk gK®Ry dLßtkD; wJ∂eK∂gKß 

R|ßD'dp  d;EhwJ®DmFh EhwJßgKå. 

 

l2. dKƒaUßtjEh gK®Rysk rodLßD; wK∂ANƒDMƒ C'EM®gKå. 

 

13.  QH®wp g]rlD; thwl. dl gK∂dptj tkDY∂E?ß  “QH®wp G]rl”fKß QNßqUƒfU®dL∫SMß tkfKådl QhRh RmrJ†dl G]rlfkRh rUƒFHß 
soflrp gKƒ wJ∂EhFh rlWHßD; G]rl D/gU∂R] aodn GMœtkgKß AhtkVNåDMƒ  aKƒgKå. 

 

14. gU∂qJœ 261, 266c, 286, 288a ˚hSMß 289gK∂dp wJ∂D;E?ß tJ∂RH∂rU®DMƒ rkgO∫ rjsk tlEhgKå. ˚hSMß gU∂qJœ 243.4gK∂dp 
wJ∂d;E?ß  tJ∂VH®gO∂DMƒ  rkgKå. 

 

15. gK®Ry GNßDB®wJƒckFMƒ qKÍSMß ep dL∫dj gK®tO∂dl WM∂dLßdl e/SMß rJ†DMƒ qK∂wl ˚hSMß WM∂dLßdl E?ß ep eogo QH®Tn ˚hSMß Rm 

dI∂¨H®D; AH®wJ®dmFh QNƒvU∂gkSMß WM∂dLß gK®tO∂ ˚hSMß WM∂dLßDMƒ R/FHœglrjsk gUœqK®gkrjsk D'gUœgK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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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gK®tO∂D; gO∂EH∂dl RyDB®rKådlsk RywK∂D; R}ßgKƒ gkdp dL∫SMß gK®Ry sodptj qKƒtO∂gkSMß gK®Ry G}ƒEH∂ ˚hSMß gK®Ry CNƒtJ®R] 

dUßR}ßE/rjsk ˚hSMß xkRyDB®Rndptj qKƒtO∂gkwl dKµSMß dltK∂, gK®tO∂DMß tK∂rl dUƒrjE?ß dj˚Jß gO∂EH∂dp eogotjEh wJ∂gK®dlsk 

X/gK®E?ƒ tn dJ≥ek. gK®tO∂DMß ekDMå rJ†EMƒdl VhgKåE?ß, Rmfjsk dlrJ†EMƒdpaKß  RN®gKße/wl dKµDMß dl gK∂dp dUƒrjE/Rh 

gK®RyG}ƒEH∂dlsk CNMƒtJ®R] R}ßfUßE?ß djsm ˚oEMß qKƒtO∂gkSMß gO∂EH∂dp eogo wJ∂gK®dlsk X/gK®E?ƒ Tn dL∫ek. 

•   gK®Ry Rnsodp dL∫SMß EH∂dKß. 
•   EM∂gkRY†rLƒ EH∂dKß. 
•  교정 안 또는 밖에서의 점심시간 동안   
•   gK®Ry GnD|ßD; G}ƒEH∂ EH∂dKß ˚hSMß Rm G}ƒEH∂dp dhrkSMß EH∂dKß. 
 

17. 제48900:2 RyDB®qJœ wp212.5Whdp wJ∂D;E?ß tJ∂G;FH∂DMƒ qJågKå. Rm gO∂위SMß G;tO∂wkD] EH∂dLƒgKß  tJ∂qUƒD; QNßqUƒdL∫SMß 

tkfKådp D;go Rm gO∂d'rk rodLßd; gK®dJœdp QnwJ∂wJ® dU∂gI∂DMƒ alcLƒ wJ∂EhFh tLågkRh aKßdUßwJ®dlrjsk ˚hSMß D'gUœwJ®dlRh 

wJ®eowJ®dlau QNƒZ‘gKß RyDB®G}ßrU∂DMƒ WhtJ∂gKßekRh rKßWnE/di gKßek. QHß WhgK∂DMß DbclD|ß aLç  1-3gK®sUßtO∂dprpSMß wJ®DYH∂E/wl 

dKµ SMßek.  

 

18. WM∂Dh VH®fU®DMƒ rkgkrjsk tlEhgkrjsk rkgkfuRh gUœqK® ˚hSMß cKådugKå.  

 

19. D'gUœwJ®  ˚hSMß wJ®eowJ® TndJœ  QNßD'rlFMƒ WhtJ∂gKåDmFh…j tLƒwLƒwJ®DmFh TndJœDMƒ qK∂gogkRh tLågKß AnwLƒtjFMƒ ChfogkRh 

gK®tO∂dlsk gK®tO∂EMƒD; R|ßflFMƒ cLågogkSMß tLƒwLƒwJ®dlau rleogO∫ eJß tK∂eK∂gKß GyR]FMƒ QHƒ wJ∂EhFh  tLågkRh aKßdUßwJ®dLß 

gK®tO∂  ˚hSMß dLƒeKßd; gK®tO∂EMƒdp eogKß D;EhwJ®dLß R/FHœgLå, gUœqK®, 약자 괴롭히기 ˚hSMß D'gUœDMƒ rkgKå.  

 

20.  tJ∂wJ®  RH∂rU®DMƒ rkgkrjsk tlEhgKå ˚hSMß tJ∂VH®gO∂DMƒ rkgKå. 

 

21.  RywL®D|ß ˚hSMß gK®Ry wktKßdp eogo xpfj D'gUœDMƒ rkgKå. 

 

우리는 어느 학교 교정에서든 학생이 정학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학부모가 알고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사건이  링컨에서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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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wLß·wogo eoqldKß 

 

fL ∂zJß  gK®tO ∂  aLç RywL®D | ß QhGh  

 

fL∂zJß ChEM∂gK®Ry 비상 재해 대비안의 목표는 ZMß  wogo qKƒtO∂ tl gK®tO∂R] RywL®D|ßDMƒ QhGhgkSMß rJ†dlek. eoqldKßDMß 

gK®Ry wogoxLåD; aPåqj dlFMåDMƒ qKÏglRh RmEMƒd; cO®dLåDMƒ  roDygkau 학교 안전위원회에 의해 매년 최신화되고 

개정된다. qltK∂  tl gK®tO∂ dLßr[dp eogKß RMƒfPßepdLƒ  XH∂gKœRyDB®Rn qK∂cLådp ˚kfk gK®QnAhSMß fL∂zJßdptj dkfo wJƒckrk 

tLƒtlE?åDMƒ rleogKƒ Tn dL∫ek. qltK ∂ tl AhD; G N ßf U ß E H ∂dKß RywJ ∂dp dL ∫ S M ß gK®QnAhS M ß G N ßf U ßdp cKådugK ƒ 

rJ†dl DyRnE? ßek.  

 

wksuD; qltK∂ zkEmrk gK∂tK∂ C/tLß wJ∂QhFh DbwlE/EhFH® gKßek. WnTh ˚hSMß wJßG] qJßGh 변경 시, WM®tl 학교 

사무실에 dKƒfLßek.  

Wn qJœ(캘리포니아 교육법 제49408)DMß  gK®QnAhrk qltK∂ tl vLƒdygKß c/tLß wJ∂QhFMƒ wpRHN∂gkEhFH® DyRngKßek. 
 

T M ∂dLßE ? ß  성인에게 아동의 dLßr[ wJƒckÆ 

• dKƒXnfk 길D; “gK®QnAh cpZm-dLß wK∂Th(Parent Check-in Point)”Fh rktj tjaU∂gkRh(DNƒxkfldptj vywlvKßDMƒ 
 찾dkQHßek), 

•     dKƒXnfk 길D; “학부모 dLßr[ wK∂Th(Parent Release Point)”dp서 자녀를 픽업한다 (DNƒxkfldptj vywlvKßDMƒ 

 찾dkQHßek), 

•     gK®tO∂  dKßwJßDMƒ D'go AhEMß skajwl rpdlXmEMƒDMß  wKårLßek. 

  

wogo·wlwLß Gn C'gK ƒ rlQ H ß Whcl 

•  dKßwJß할 ˚o, RytkD] gK®tO∂EMƒDMß rJßANƒDMƒ qJ†djsk RH´qkFh DNßEH∂wK∂D; gK®RMœ WNMƒ tjSMß RH†DmFh rKßek. 

•     RytkSMß dLßD|ß vkdK®DMƒ gkRh gO∂qK∂QNƒaU∂  ˚hSMß ekcLß gK®tO∂DMƒ gK®Ry qltK∂tPßxjdp QhRhgKßek. AhEMß  gK®tO∂EMƒDMß 

 tLßQNß·qltK∂tl dLßr[VyFMƒ QncK®gKßek.  

•     TntO®·RnWh, DM∂RMœWhcl, QntK∂wk QNßFb EM∂DMƒ gkSMß gK®Ry 팀들은 필요 시, 자신들의 근무 지역에 보고한다.  

•   RyDB®Rn wL®D|ßEMƒDMß gK®tO∂EMƒdl vL®dJœE?ƒ ˚o¬kwl RmEMƒR] gKå¬p sKådkdL∫DmaUßtj RmEMƒDMƒ rKåEH®gKßek. 

•   gK®QnAhSMß dKƒXnfk rpdlXm의 wlwJ∂ wK∂Thdptj wksuFMƒ epfurKƒ Tn dL∫ek.  

 

v[t‘ 

wJßRy v[T‘ tK∂G}∂dptj AhEMß ANßR] RyANßEMƒDMß wKårLßek. AhEMß gK®tO∂EMƒR] RywJ∂dp dL∫SMß gK®QnAhSMß rkwK∂ rk¬kDNß RytLƒFh 

eovlgkRh “dKßwJß”dl 하달E?ƒ ˚o¬kwl djSm gK®tO∂Eh R'rkgkEhFH® soQhsowl dKµSMßek. 직원들은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한 모든 훈련 동안 경계하고 “뛰고, 대피하고(숨고), 분투(대처)”할 전략 지식을 갖고 있는다.  

 

DnflSMß gK®tO∂EMƒd; eoqlD] dKßwJßDMƒ QhwK∂gkrl D'go gK®tksUß soso 다양한 안전 훈련, 지진, 화재 및 교정 

패쇄를 연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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