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컨 초등학교 

사명사  

 

학생, 가족 및 교직원의 공동체인 에이브라함 링컨 초등학교는 모든 학생의 행동, 사회 및 학업적 성공이 

똑같이 중요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지원되는 안전하고 긍정적이며 존중받는 학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교 사무실 업무시간  
 

월 – 금요일   
오전 7Æ30 - 오후 4Æ00 

 

전화Æ (818) 249-1863 

 

팩스Æ (818) 249-7876 

 

www.gust.net/Linco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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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시작   오전 8:00 

 

과도기 유치원 오전 8:15 - 오후 12:17 

유치원                              오전 8:15 – 오후 12:27 

1 – 3 학년  오전 8:15 – 오후  2:03 

4 - 6 학년  오전 8:15 - 오후  2:23 

 

 

수업 시간 – 단축 수업일 

  

 과도기 유치원 오전 8:15 - 오전 11:10 

 유치원                              오전 8:15 – 오전 11:20 

 1 – 3 학년 오전 8:15 – 오전 11:32 

 4 - 6 학년 오전 8:15 - 오전 11:54 

 

 

수업 시간-조정일: 5월 22일에만 적용(링컨 500) 
  
 과도기 유치원 오전 8:15 - 오전 11:37 

 유치원                              오전 8:15 – 오전 11:47 

 

 

휴식 시간 

 과도기 유치원 및 유치원   오전 10:00 - 오전 10:15 

 1 – 3 학년 오전 10:15 – 오전 10:30 

 4 - 6 학년 오전 10:30 - 오전 10:45 

 

 

점심 시간(비오는 날이나 맑은 날 - 날씨에 관계없음) 
  

 1 – 2 학년 오전 11:40 – 오후 12:25  

 3 – 4 학년 정오 12:00 - 오후 12:45 

 5 – 6 학년 오후 12:20 - 오후 1:05 

 5월 22일(만 해당): 1 - 6학년    정오 12:00 -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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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 학교 간의 소통 
 

목요 폴더(Thursday Folders), 3링 바인더(3-Ring Binders) 및 링컨 일정 계획표(Lincoln 

Planning Calend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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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해 이름의 첫 머리글자(initial)가 표기되어 그 다음 날 학교에 제출되어야 한다. 3-6학년 학생들에게는 학교로부터 

일정 계획표가 제공된다. 학생 계획지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일일 통신을 제공한다. 4-6 학년생들은 또한 중학교로의 

과도기에 자신들을 돕기 위해 링컨 일정 계획표를 사용한다. 학부모는 학생 계획 캘린더를 끼워넣고 교재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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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친회, 재단, 6학년 위원회 정보를 포함하여 학생편에 가정으로 보내지거나 학교에서 배부되는 모든 

통신문은 배부 전에 교장이나 교육구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면담   

자녀 교사와의 면담이나 모임은 이메일을 통해 직접 교사와 연락함으로써 조정될 수 있다. 교사는 편리한 시간을 정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신속히 학부모에게 연락할 것이다.   

 

이메일 통신 

모든 링컨 교직원들은 이메일을 통해 학부모에게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다.  

     교직원 이메일 주소:    

      1) 이름의 첫 글자를 타이프하고  

      2) 성 씨를 타이프한 후  

      3) @gusd.net를 타이프하면 된다.    

예: Barbara Fariss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선 bfariss@gusd.net 를 타이프하면 된다.   

 

학부모 안내서   

학부모 안내서는 학교에 의해 출판�인쇄되는 것으로 링컨의 모든 가정에 가용하며, 이 안내서는 우리 교정에 관한 행정 

방침, 스케줄 및 링컨의 많은 활동들의 개요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있다.    

 

기억	 하세요Æ 주간 전자 회보 

최신 링컨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www.gusd.net/lincoln에 접속하여 주간 전자 회보를 신청한다  
 

 

“ 링컨 라이언스” 캘린더  

링컨 라이언스 “실시간” 캘린더는 링컨 웹사이트 www.gusd.net/lincoln 에서 가용하다.	 매주	 일요일마다	 주간	 
주요사항이	 이메일로	 전송되고	 전화로	 전송된다.	  
 

도로변에 있는 옥외 전광판 

다가오는 행사 및 날짜들의 알림은 알트라 애비뉴(Altura Avenue) 상의 교문옆에 있는 옥외 전광판에 매주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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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별행사 
 
• 개학일 전 

 

모든 학년의 학급 명단은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오전 11:00 – 오후 2:00 까지 게시된다. 알투라 케이트(Altura 

gate)를 통해 들어오면 학급 명단이 바로 오른쪽 복도에 게시되어 있을 것이다. 학교는 오픈하지만 교실들은 닫혀있다는 

것을 알기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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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투-스쿨  나잇  

“학부모 만”을 위한 본 저녁 행사는 자녀의 담임교사를 만나고 한 해의 교과과정에 대해 배우는 데 초점을 둔다. 

이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많은 학부모들이 교사를 만나길 원하는 까닭에 학부모 개별 면담 시간이 아니다.  

 

• 사진  촬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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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색  리본  주간    

적색 리본주간은 1986년 이래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매년 열리는 행사로 고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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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박람회    

일(1)주일 rKßd; dl gO∂tk EH∂dKß, gK®tO∂EMƒDMß AhEMß dUßfU∂d; EH®wkFMƒ D'gKß ekdI∂gKß dI∂wLƒd; 단단한(두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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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리기 행사는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방과 후에 가용한 행사로 링컨 사친회가 주최한다.  

 

•  가족 댄스  

이것은 부모와 아동들이 옷을 차려입고 함께 식사하고 춤추며 하루 저녁을 보내는 매우 특별한 저녁 행사이며, 링컨 

재단에 의해 준비된다.   

 

•  링컨 올림피아드   

링컨의 부모와 아동들은 여러가지 유쾌한 행사에서 경합하며 하루 저녁을 보내며 링컨 재단 및 아빠 클럽에 의해 

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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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K ∂tJƒwkD; sKƒ 

학부모만의 이 저녁 행사는 링컨 사친회의 창설일을 기념하고 명예 봉사상 시상으로 뛰어난 링컨 자원 봉사자들을 

치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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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한다. 링컨 재단, 아빠 클럽 및 사친회에 의해 준비된다.  
 

•   WhrjX H ß 
링컨 조거톤은 재단이 후원하는 전통적 행사로 모든 학생들은 이 기금모금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모금된 기금은 우리 

학교의 학업 공동체를 보강하는 데 사용된다.  

 

• 오픈  하우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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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VMß  gk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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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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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학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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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급을 축하하는 행사  

•  6gK®sUß WHƒdJœtL®Æ 우리 학생들의 7학년으로의 진급을 축하하고 그들의 링컨에서의 시절을 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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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Æ 6학년생들은 이 행사들의 비용 지불을 위해 학사년 내내 돈을 벌 몇 가지 기회를 갖는다  

 

qKßQ H ® gO ∂tk – 최신 정보를 위해 월별 행사표를 참조한다. 일시는 변경될 수 있다.    

집회  합창 (3-6학년 ) 

PAWS 칭찬   집회 오케스트라 (4-6학년 ) 

거장과의 만남 미술 프로그램 저학년 음악 프로그램    
PAWS 칭찬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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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서비스  
 
 기본 응급조치 – 학교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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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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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천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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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GUSD 행정 규정 5141.21) 의약품은 학생이 아닌 학교 사무실에 보관되어야 한다.  

 

tK ∂go  

tK ∂go ˚hS M ß qK ƒq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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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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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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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K®tO ∂D M ß gK®RyFh E H ƒdkDhrl D'gotJß  24tlrKß “tLßdU ƒ”dl dJ≥djdi gKßek. 
 

급식 서비스   
 

• 아침 식사 – 매일 아침 7: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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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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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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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학교 아침�점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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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VHƒej vUßDmFh wJßeKƒE/au,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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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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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를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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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VHƒejFMƒ XH∂go rkwJ∂dp wJßeKƒE?ßek. RH∂rKßR] tlrKß 

wpdI®DmFh dLßgo gK®QnAhSMß wksuD]의 wJåtLå tL®tkdp 초대되지 않는다.   

 

유의Æ 학생은 학교에 자신의 점심이나 점심값을 가져올 책임이 있다. 점심이나 점심값 전달로 인해 수업이 

방해되서는 안 된다. 카페테리아 음식 또는 가지고 온 점심 대신에 패스트 푸드, 지역 식당으로부터의 점심 

또는 집으로부터의 배달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간식  

학생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필요로 한다!  

학생들은 점심시간까지 견디기 위해 아침 휴식시간에 먹을 소량의 간식을 가져와야 한다. 자녀를 위해 건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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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해선 않됨)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간식 제안  

  
 rUßR]Fb          aKƒfLß R]dLƒ 

        qpdlRMƒ ˙K∂        D}ßTN® r[fKß 

       VmfpwPƒ           RmfogKå Zmfozj 

        doVMƒThTm         clWm WhrK® ˚hSMß TmXmfL∂ cl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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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rjXm          clWmd] Zmfozj 

       RmfkSHƒfk qk     XmfpdLƒ  aL®Tm(캔디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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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학생들은 자신의 스낵을 먹는 동안 지정된 지역에 앉을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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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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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간식이든 대형 또는 “킹 사이즈” 백은 챙겨보내지 않도록 한다. 경험에 의하면 학생들은 종종 

 보다 건강한 간식 및 점심을 먹기보다는 이러한 대형 백의 간식을 먹는다.  
 

 

 

특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탁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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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는 수업일 동안 사무실을 통해 출입할 것이 기대되며, 지정된 코드를 사용하여 메릴랜드 교문을 통해 

EEELP 에 출입할 수 있다. 알투라 교문은 하교 시에  한하여 학생들을 내보내기 위한 것이다.    

 

합창 

3-6 학년생은 합창 음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합창단 디렉터, 낸시 아보트씨에 의해 지도 및 감독된다. 

주 1회, 수업 전 연습이 실시되며 일 년에  2회 공연을 갖는다.  

 

컴퓨터/테크놀러지   

각 RytLƒDMß dLßxjsP† wJœTH®dl E/SMß wJ®djEh gKß eoD; 컴퓨터를 갖Rh dL∫ Dmau 교실에서 전체 그룹 수업에 사용될 수 있다. AhEMß 

RytLƒDMß CnrkwJ® zJåVbxj/크롬 북, 크롬 북 카트 접근 및/또는 스마트 보드를 갖고 dL∫Dmau dlEMƒDMß gK®tO∂ 개rodLßd; gK®TMœ 

QhrK∂DMƒ D'go tkDYH∂E?ßek. fL∂zJßDMß 모든 교실에 LCD  vmFhwP®xj aLç ekZbaPßxm zkapfk 및 G}®tJ∂ tlTmxPåDMƒ 갖CnRh dL∫ ek. 무선 

dLßxjsP† wJœTH®DMß gK®Ry djsm 곳에서나 가용하다. 컴퓨터실은 또한 학생들이 매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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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숙도가 alTN®한 학생dp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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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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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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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학부모가 보호자 역할로 참석 시, 어린 형제자매의 

동반을 허용할 수 없다. 우리는 AhEMß gK®tO∂EMƒdl RyR]R]wJ∂에 대gotj ¥Nß dkslfk RytLƒ G}ßrU∂  qK®®dptjD; wJ®wJƒgKß gO∂EH∂DMƒ 

qoDnrl D'go rUßgK® dugO∂dp cKådu할 것을 권장한다. 견학 여행 참석을 위해 버스를 타는 학생들은 그 버스로 돌아올 

것이 기대된다. 보호자들은 교사 및 안내자 지시를 따르며 견학 여행 전반에 걸쳐 학생들과 함께 있도록 한다.  

 

기악 

기악 프로그램 옵션이 4-6 학년생들에게 가용하다. 교사, 캐론 헤이허스트씨는 wJ∂Rb TndJœdLƒ  EH∂dKß gK®tO∂EMƒDMƒ  wlEhgKßek. 

RyDB®Rn는 한정된 수의 eodu dK®rl를 갖고 dL∫ Dmau gK®tO∂EMƒDMß wldU®  dK®rlwJådptjeh qLƒfLƒ Tn dL∫ek. 추가로 링컨 재단은 

gK®tO∂EMƒdl fL∂zJßDmFhQnxj wL®wJœ  qLƒfLƒ Tn dL∫ EhFH® dK®rlEMƒDMƒ RndLœgO∫dmau 모든 우리 학생에게 제공되는 악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되는 기부금이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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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이전 주에 빌린 책을 반납한 이상 매 방문 

시 1-3권의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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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하며 오전 휴식 시간에도 개방한다.  

 

체육 프로그램 

유자격 체육 교사는  모든 4-6 학년생에게 주 120분 간의 순차적이고 균형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유치원- 3학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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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되었으며 모든 교사는 그 실시에 대해 훈련받았다. 체육 장비는 훌라후프, 원추, 공, 골대 및 소프트볼 장비를 
포함한다. 모든 옥외 활동과 마찬가지로, 체육은 악천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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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안 지침에 따른다. durldpSMß QhWh Rytk, zJåVbxj wK∂qlD] ThVmXmD«dj, cO® aLç TndJœ 자료 및 교재물들을 포함한다. 

gK®QnAh, Rytk, gO∂wJ∂R}ß, w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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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별 기준 : 금년 GATE 판별 기준은 가주 학생 수행 및 진도 평가(CAASPP)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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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이 시험 일자를 놓칠 경우 9월부터 2월까지 한 달에 한 번 벌충 시험이 

시행될 것이다.  

 

OLSAT – GATE: 학사년을 위한 영재교육 선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CAASPP의 점수는 OLSAT에 대한 학생의 자격(4학년 및 그 이상)을 판별하는 데 사용된다. OLSAT는 GATE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 도구이다. OLSAT를 치를 자격있는 학생의 부모는 가능한 시험일 및 시간을 통고받게 된다.  

OLSAT에서 92 퍼센타일 또는 그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은 GATE에 참여하도록 판명된다. 학부모는 여전히 OLSAT 

시험을 거절할 선택권을 보유한다. 다른 교육구에서의 이전 자격은 자격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다. 질문이 있는 

경우 (818) 241-3111 내선 1660으로 연락한다.  

 

학교 심리학자 

학교 심리학자는 개별교육 프로그램(IEP) 또는 학생 성공팀에 의해 의뢰된 학생을 테스트하고 평가하기 위해 주 5일 

링컨에 배정된다.    

 
중재  조치 (RTI) 
RTI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모든 영역에서 능숙함을 보장하기 위해 취하고있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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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로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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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한다. 학생 성공팀 모임의 

취지는 학생 성공을 돕기 위한 전략들의 파악 및 실시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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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프로그램  

특별한 교육적 필요를 가진 것으로 판별된 학생들은 가장 비제한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배치는 특별히 훈련된 인사에 의한 포괄적 테스트, 평가, 사정 및 관찰의 결과에 근거하며 이어서 개별교육 프로그램(IEP) 

팀은 학부모를 만난다.  

 

구어 및 언어 프로그램   

구어 및 언어 프로그램은 발음, 언어, 음성 또는 능숙성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서 심한 지체 또는 장애를 보이는 

학생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단체 및 학부모 지원 그룹 

 

학교 운영위원회   

링컨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장, 이해관계자에 의해 선출된 학부모 5명, 교직원에 의해 선출된 교직원 4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년 4-6회 모인다. 이것의 목적은 매년 학생 학업성취를 위한 링컨 학교 계획안 수립 , 권고 및 

실시를 돕기 위한 것이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모든 모임은 공개로 진행하며 관심있는 학부모들의 참석이 권장된다.   

 

사친회(PTA)  
캘리포니아 사친회의 사명:    

 

•   학교, 지역사회 및 정부 기관 앞에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고 대변한다.    

•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기량 개발에 부모를 지원한다.  

•   학부모 및 일반인의 학교 및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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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선 단체 선물과 음식 수집운동, 가족의 밤, 기악 및 합창 음악 프로그램을 돕는 기금을 지원한다. 

 

사친회 학급  대표 / 학급  자원봉사자 

FNå  eoVySMß gK®Ry 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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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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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에서 자원봉사하는 모든 학부모는 사무실의 보건 서기에게 무결핵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핵 

검사는 글렌데일 보건소를 통해 가용하며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은 학교에 의해 의뢰될 경우 무료이다. 더 

상세한 정보는 (818) 500-5762로 연락한다.  

 

링컨에서 자원봉사하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원은 자원봉사자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며 교정의 학생을 위해 

정해진 복장 규칙을 따를 것이 요청된다. “근로” 환경에서의 적절한 복장 착용 면에서 학생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링컨 학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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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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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급 밖에 새로운 가방 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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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 게시판 제공 

•  학급 교과과정 지원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  

•  toFh eKßwK∂gKß gK®Ry G]wK∂tLƒ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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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재단 모임은 월 1회 열리며 모든 학부모는 참석하도록 초대된다.  

더 상세한 정보를 위해선 (818) 249-1863, lincolnfoundationpres@gmail.com .로 연락한다.    

 

 

아르미니아인 학부모, 아빠들 및 한인 학부모 클럽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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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et Derian : driderian@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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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한인  학부모  클럽 회장, Kayleen Sung: kayleen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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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룹들은 외부 지원 그룹으로 링컨 재단을 통해 일한다. 학부모들은 학사년 내내 교사들의 작업실에서               

  도우며 다양한 행사들을 계획하고, 다양한 행사들에서 교사 오찬/석찬을 준비하며, 제 2 언어를 사용하는          

  학부모들 및 다른 사람들이 좀 더 편안히 느끼고 링컨에 연결된 느낌을 가지도록 기타 활동을 제공한다.  

 

6학년 활동 – 부스터 클럽  활동  

 매년 학부모 자원봉사자는 6학년 활동을 위한 모금운동을 지원하며, 이 활동들에는 캠프, 장식, 사례, 리셉션, 

 음식과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졸업식, 증서 및 학사년 말 오락일을 포함된다. 각 6학년생은 특별 T-셔츠와 

 앨범을 받는다.   

 

학생회 

링컨은 고학년(4-6gK®sU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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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회 

참여 및 지역사회 행사들에서 자원봉사할 기회를 제공한다.   
 
 
 

행정 방침  

기금 모금/기부 

링컨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교 또는 교육구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 활동 참여하기 위해 법에 의해 승인된 것 이외 어떤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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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일로 3일 이내에 사무실에 결석 사유가 

접수되지 않으면, 학생의 결석 3일 후엔 결석이 자동적으로 “무단 결석”으로 처리된다. 결석 사유가 발병인 경우, 

감기, 신열, 후두염 등과 같이 발병의 구체적 성격이 설명되야 한다. 학생이 5일 또는 그 이상 계속 아픈 경우, 담당 

의사가 서명한 메모가 사무실에 제출되야 한다. 주 법에 의해 공인된 인사로부터의 서면 첨부로 허락되는 결석 

사유는 질병, 의료적 치료, 가족 사망, 종교적 휴일/헌신 및 일부 법적 의무이다. 가족 휴가 또는 사적 용무는 변명이 

안되는 결석으로 간주된다.   

 

자녀가 2일 이상 아플 경우, 숙제 과제물이 요구될 수 있다. 자녀의 교사와 연락해 숙제를 매인 사무실에서 

픽업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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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또는 

정해진 하교 시간 30분 이전에 떠나는 학생은 지각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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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지속적인 정시 출석은 링컹에서 우선 사항이다. 빈번한 지각은 귀 자녀 및 타 학생들의 학습 시간을 빼앗는다.   

• 오전 8:15 이후에 도착한 학생은 교실에 들어가지 이전에 학부모/후견인이 학교 사무실에서 서명해야   

 한다.  

• (3)회 또는 그 이상의 지각은 출석부에 기록되면 성적표에 “과도한 지각”으로 표기된다.  

• 학생은 오전 8:15-8:44 사이에 학교에 도착할 경우 “늦음”으로 간주된다.  

• 학생은 오전 8:44 이후 학교에 도착할 경우 “지각”으로 간주된다.  

• 지각이 10회 누적된 1-3학년생은 의무적으로 학부모 면담을 갖게 된다.  

• 학부모는 학생 지각 및 토요일 학교 배정 통지를 받게된다.  

• 지각이 지속되는 학생에 대해 교장과의 학부모 면담 스케줄이 잡힌다.   

지각이 더 심각해 질 경우, 학교 행정관은 학부모 및/또는 교육구 학생 지원 서비스 부서에 연락할 것이다.   

  

등교 시간·하교 시간 

• 본 정보 책자 페이지 3에 실려있는 일일 시간표 참조.  

•   일관된 정시 출석은 우선 사항이다   

•   늦은/지각 학생들은 자신의 학부모/법적 후견인에 의해 사무실을 통해 들어가야 한다.   

•  학생은 오전 7:30-8:00 사이에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한 오전 8:00전에 도착해서는 안된다. 

•   학생들은 하교 시간에 즉시 교정을 떠나거나 픽업되야 한다.   

 

학업 성취  보고서  

학업 성취 보고서(일명 성적표)는 1-6 학년은 매년 3회, 유치원은 2회 전달된다. 학업 성취 보고서는 학년 수준의 주 

표준을 향한 진도를 기반으로 한다. 학부모-교사 면담은 학생의 진도를 논의하기 위해 언제든지 개최될 수 있다. 진도 

보고서는 학업 또는 사교력 향상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채점 기간이 끝나기 최소 (5)주 전 집으로 보내진다.  

 

자전거/스쿠터/스케이드보드  

학부모 허락시, 3-6학년생은 자기 위험 감수(책임) 하에 자전거, 스쿠터,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학교에 통학할 수 있다. 

주 법은 자전거/스쿠터/스케이트보드사용자들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학부모는 학생이 자전거/스쿠터/ 

스케이트보드 안전  규칙/법에 익숙해지고, 잠재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학교를 오가는 가장 안전한 경로(길)를 자녀와 

계획해야 한다. 학생들은 교정 및 학교 보도에서 항상 자전거/스쿠터/스케이트보드를 끌고 다녀야 한다. 자전거, 

스쿠터  또는 스케이트보드로 등교하는 모든 학생은 자전거/스쿠터 /스케이트보드를 학교에 가져오기 전, 

서명한 “자전거/ 스쿠터 /스케이트보드 약정”이 사무실 서류철에 있어야 한다. 교정에서 바퀴달린 신발은 어떤 

종류라도 착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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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및 학급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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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겨울 방학 및  2) 학사년 말 

학급 내에서 생일을 축하하지 않는다. 풍선, 꽃, 파티 음식 등과 같은 축하 물품들의 배달은 허용되지 않는다. 학급 

전체를 초대하고 하교 시에 전달하지 않는 이상 초대장은 학교에서 배부할 수 없다  

 

예의 방침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전 학교 공동체 - 교직원, 학생, 학부모/후견인 및 지역사회로부터 예의 바른 행동을 기대한다. 

교육구 행정 규정은 모든 당사자들이 무례한 행동에 대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   교직원에 의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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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이 안 될 경우, 교장에게 의뢰한다.   

 

•   학생에 위한 위반  

학생에 의한 무례는 학생과 비공식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며 그것이 학생 품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경우, 학생의 학교 

교사 또는 행정관에게 보고되야 한다. 심각한 무례 행위는 학생 훈육 절차를 통해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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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후견인 또는 지역사회원에 의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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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출입하는 경향을 보인 학부모/후견인 또는 지역사회인은 교육감이나 대리에 의해 즉시 학교 또는 교육구 

구내를 떠나도록  명령된다.  

 

위반자는 그의 행동, 그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 및 그가 글렌데일 학부모/후견인 경우 7일 간, 아닌 경우엔 30일 간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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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  수업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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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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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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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값을 잊은 경우, 사무실에 알아보는 것은 그의 책임임을 알려준다. 사무실 직원은 교실에 전화하지 

않는다. 숙제, 도서실 책이나 프로젝트 등을 가져오는 것을 삼가한다.    

 

학급  방문   

학사년 동안 자녀의 학급 방문은 환영되나 자녀의 교사와 연락하며 방문 스케줄을 정할 것을 요청한다. 모든 

방문자들은 교실로 가기 전 사무실에서 서명하고 방문자 배지를 받을 것이 기대된다. 방문 시간은 20분으로 

제한할 것이 요청되며, 방문을 마치고 떠나기 전 사무실에서 방문록에 서명하고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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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규정    

아래 복장 규정은 링컨 학생들을 위해 긍정적이며 안전한 면학 환경을 제공하고자 정해진 것이다. 링컨 복장 규정은 

로즈몬트와 크레센타 밸리 고등학교의 복장 규장과 부합되도록 대단히 큰 노력을 기울였다. 이 복장 규정은 학교 시간 

및 학교-후원 행사 모두에서 학생들이 입는 모든 옷에 적용된다.  

학생들은 항상 단정하고 깨끗한 복장을 착용할 것이 기대된다. 아래는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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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사 또는 조장하는 옷이나 장신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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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대 팔구멍의 탱크탑    

•  통굽, 뒤꿈치 없는 신, 하이힐  

• 발가락 노출 신발 

•  실내에서 모자 착용 

• 바퀴달린 신발 

 

추가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아래 지침이 정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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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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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장 규정 위반은 아래 조치를 초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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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적인 반항이나 반복적인 위반자에게는 토요일 학교 및/또는 정학이 부과될 수 있다  

유의: 위에 개요된 특별 지침에 추가하여 행정부는 교육 과정에 유해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특정한 옷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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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방침 

숙제는 다양한 이유로 부과될 수 있다:  

• rlChfU® rK∂G] 

• gK®TMœ TMœR}ß QhrK∂ 

• gK®RMœ gK®TMœ dUßwK∂ 

•  THƒtJßfU®  roqKƒ 

•  cO®dLårKå  aLç wkqKƒtJ∂ roqKƒ 

•  독립적 사고력 자극   

•  R}ßtLå dU∂dU® G}®eo 

•  QhfKåE?ß durktlrKß G}ƒDYH∂  

 

과제는 월-목요일까지 매일 주어지며, 장기 과제는 학생들과의 소통 하에 취지, 형식 및 마감일이 주어진다. 학년 별로 

제안되는 숙제 시간은 다음과 같다:     

과도기 유치원 및 유치원Æ 10 – 30분  

1-3학년: 10 – 30분  

4-6학년: 30 –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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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하기 위한 것이며 학습자를 압도하지 않는 것이다.  

일일 숙제 외에 모든 학생들은 매일 최소 20분 간 읽거나 읽어주어야 한다.  

 

중요 사항: 숙제를 잊고 교실에 남겨 놓았을 경우, 학생은 교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사무실에 요청하거나 교실 문을 

열어달라고 야간 관리인에게 요청할 수 없다.  

책 또는 숙제를 포함하여 어떤 학교 교재물을 잊은 경우, 학생은 다음 날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자습 

gK®tO∂dl dj˚Jß QNMƒrkvlgKß rodLß tkwJ∂Dmfh dLßgo gK®Rydp AH†DHƒ rU∂dn, gK®QnAhSMß wksuFMƒ 위해 숙제를 요청할 수 있다. 

wkD;wJ®  wkTMœ VmFhRmfOåDMß gK®tO∂dl TndJœdLƒ (5)dLƒ dltK∂  rUƒtJ®gKƒ  ˚o 클래스 수업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교사의 재량에 따른다. 개별 교육안(IEP)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없다.   

 

자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학부모/후견인은 학교에 최소  2주 전에 사전 통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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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학생의 모든 완성되고 평가된 학업물의 사본을 포함하여 기록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며 학생, 학부모, 교사 및 교장은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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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매년 많은 양의 옷이 발견되지만 찾아가지 않는다. 분실물들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자녀의 옷에 이름을 쓴다. 

분실물 보관 장소는 강당 옆에 있다. 찾아가지 않는 옷들은 월 1회 지역 자선기관으로 보내진다.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PBIS) 
전교(학교 전체) 차원의 훈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발전 중의 하나는 긍정적인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절한 학생 행동을 

정의하고, 교육하고, 지원하기 위한 능동적인 전략을 포함하는 전교적 지원 시스템에 대한 강조이다. 개별 행동 관리 

계획의 단편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대신 학교 내의 모든 학생을 위한 긍정적 행동 지원 연속성이 교실 및 교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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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이 이루어지는 환경 사이의 연결 고리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환경 고안을 위해 학교, 가족 및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적 기반 시스템 접근 방식의 응용이다.  

 

과거에, 전교 훈육은 질책, 특전 상실, 사무실로 보내기, 정학 및 퇴학을 포함하여 처벌에 근거한 전략들을 실시함으로 

특정 학생 비행에 대한 대처에 주로 집중을 두었다. 연구조사는 징벌의 실시, 특히 그것이 일관성이 없고 기타 다른 

긍정적인 전략들의 부재 하에서 사용될 경우, 비효과적임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소개하고 보여주며 

강화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적 경험의 중요한 단계이다. 품행 기대치를 가르치고 그것을 따름에 대해 학생을 보상하기는 

비행의 발생을 기다리고 대응하기보다는 훨씬 보다 나은 긍정적인 접근이다. 전교적 PBIS의 취지는 적절한 품행이 

일반적인(표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링컨에서 우리는 PAWS-i-tive 기대치를 갖고 있으며 모든 학생에게 

다음을 기대한다: 

     책임 실천(Practice responsibility) 

     정중한 행동(Act Respectfully) 

     공부 및 안전한 놀이(Work and Play Safely) 

     성공을 위한 노력(Strive for Success) 

 

학생들은 우리의 PAWS 기대치를 이행함으로 교실 및 운동장에서 PAWS를 획득할 수 있다. PAWS는 매월 “PAWS 

스토어”에서 다양한 포상으로 교환될 수 있다. 링컨에서 우리는 각 교실에서 뛰어난 시민을 치하하는 월례 PAWS 칭찬 

집회를 갖는다.  

 

 

 

 

 

 

 

 

 

 

 

18 



링컨의 교가 “PAWS-i-tive Expectations 

 

“Take me out to the ball game” 의 곡에 맞추어 노래한다. 

 

 

Paws-itive expectations 
 
P A W S 
 
P - practice responsibility,  
 
A – we act respectfully 
 
W – we work and play safely 
 
S – we strive for success. 
 
We have P – A – W – S 
 
That’s what we ex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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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책임 

실천 

 

A 
 

정중한 

행동 

 

W 
 

학업 및 안전한 

놀이  

 

S 
 

성공을 위해 

노력 

 

점심/스낵 

지역 

. 쓰래기를 버린다. 

. 자기 주변을 청소한다. 

. 건강식을 먹는다.  

. 낮은 목소리를 사용한다.  

. 성인의 지시를 듣고  

  따른다.  

. 예의를 지킨다.  

 

. 바닥에 발을 내리고 벤치에 

  엉덩이를 붙이고 테이블을 

  보고 앉는다.  

. 자신의 음식을 먹는다.  

. 먹은 다음에 이야기한다.  

. 해산할 때까지 앉아    

  있는다. 

. 줄을 서고 조용히  

  걷는다.  

 

복도 

. 자신의 목적지로  곧바로  

   간다.  

. 자신의 그룹과 함께  

  있는다. 

. “정숙 지역”에서  

  소리내지 않는다.  

. 교실에서의 학업을  

  존중한다.  

. 전방을 바라보고 한 줄로  

  걷는다.  

. 손과 발 및 물건들을  

  자기 스스로 잘 간수한다.  

. 오른편으로 통행한다.  

. 이유(목표)를 갖고 

  걷는다. 

. 자기 통제력을 보인다.  

 

화장실 

. 휴식 및 점심시간 동안에 

  화장실을 사용한다. 

. 화장실 사용 후 물을  

  내린다. 

. 비누로 손을 닦는다.  

. 낮은 목소리를 사용한다.  

. 타인들을 배려한다.  

. 자신의 차례를 기다린다.  

 

. 물은 싱크대에 유지하고   

  바닥에 흘리지 않는다.  

.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성인에게 보고한다.  

. 화장실을 깨끗이   

  유지한다 

. 지체없이 교실로 

  돌아간다. 

 

강당 

. 침착히 그리고 조용히   

  출입한다.  

. 신중히 듣는다.  

. 잡담하지 않는다. 

 

. 공손한 목소리를  

  사용한다.  

. 바닥에 반듯이 앉는다.  

. 적절히 박수친다.  

. 손과 발 및 물건들을 자신 

  스스로 잘 간수한다.  

. 항상 걸어다닌다.  

. 발표자의 지시를 따른다. 

. 지시 사항을  위해     

  성인들을 본다.  

 

 

운동장 

. 화장실을 사용한다.  

. 지정된 장소에게 스낵을  

  먹는다.  

. 사용 후 청소를 한다. 

. 장비를 적절한 사용한다.  

. 규칙을 지키며 논다.  

. 타 학생을 포함시킨다.  

. 차례를 지킨다.  

. 손과 발을 자기 스스로 잘 

  간수힌디/ 

. 적색 매트 지역에서 

  걷는다.  

. 벨이 울리면 멈춘다.  

. 호르라기 소리 후 줄로  

  걸어간다.   

. 클래스로 돌아갈 때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다.   

.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연마한다.  

. 놀고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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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 필요한 자료물들을   

  준비해 온다. 

. 학교 재산을 조심스럽게  

  다룬다. 

. 자신의 자료물들을  

  정리정돈 한다. 

. 적절한 목소리를  

  사용한다.  

. 예의있는 경청자가 되고  

  발표자에게 집중한다.  

. 친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손과 발 및 물건들을 자신  

  스스로 잘 간수한다. 

. 자신의 의자에 올바르게   

  앉는다. 

. 기침/재치기 시에 입을 

  가리고 화장지를  

  사용한다.  

. 제 때에 맞춰 완성한  

  과제들을 제출한다.  

. 이해하지 못할 때  

  질문한다.  

. 자신의 최선을 다 한다! 

 

 

등�하교 

자동차 전용선 

  

. 자신의 지정된 지역으로  

  걸어 간다. 

. 참을성있게 서 있는다.  

. 자신이 탈 차를 찾는다 –  

  주의한다 

. 조용한 목소리를   

  사용한다.  

. 성인 담당자의 지시를  

  경청하고 따른다. 

. 황색선 뒤에서 기다린다.  

. 횡단보도를 사용한다.  

. 승.하차 지역에서 타고  

  내린다.   

  

. 제 시간에 도착/출발한다.  

. 신속히 차에 타고 내린다.  

 

컴퓨터실 

. 키보드를 가볍게 누른다. 

. 설정을 유지한다. 

. 의자를 당겨앉는다. 

. 헤드폰을 잘 보관한다.  

. 조용한 목소리를 

  사용한다. 

. 타인의 개인 공간을  

  존중한다. 

. 자신의 컴퓨터에 손과  

  눈을 유지한다. 

. 교사가 승인한 웹사이트만          

 접속한다.  

. 사용 후 모든 계정에서  

 로그 아웃한다. 

. 음식 및 음료는 컴퓨터실 

  외부에 보관한다.  

. 주어진 과제(들)을  

  완성한다.  

. 도움받기 위해 조용히  

  손을 든다. 

. 어떤 문제든 보고한다.  

 

도서실 

.조용히 들어와 앉는다. 

. 도서 대출 줄에서 

참을성있게 기다린다.    

. 책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제 때에 반환한다.  

. 조용한 목소리를 

  사용한다. 

. 도서실 사서의 지시를  

  경청하고 따른다.  

. 항상 걷어 다닌다. 

. 손과 발 및 물건들을 자신  

  스스로 잘 간수한다 

 

. 신속히 책을 선택한다. 

. 일단 책을 찾았으면 

   앉아서 읽는다.  

 

 

 

개인 소유물  

장난감, 운동장 장비, 돈(점심값 이외), 야구 카드/기타 수집 카드, 아이팟 및 기타 개인 소유물은 특별한 경우 

교사/교장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이상 학교에 가져와선 안 된다. 휴대 전화기는 비상용으로 휴대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게 보관하고 교정에선 꺼진 상태로 있어야 한다. 학교는 이러한 개인 소유들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이 물건들은 압수될 수 있으며, 학부모는 사무실에서 이 압수품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전자신호 기기 및 휴대 전화기 소지 및 사용 

학생은 전자신호 기기 및 휴대 전화기를 수업입 동안 교정에서 지참하는 것이 허용된다. 교장/교사에 의해 결정된 학교와 

관련된 행사 또는 건강과 관련된 비상 시에 사용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물품을 학교에 가져올 수는 있으나 

꺼져있어야 하고 보이지 않게 보관되어야 하며, 학생은 수업일 동안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학교 활동을 

방해하는 이러한 물건의 사용은 압수를 초래하고 학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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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  시의 절차   

qlDhSMß sKƒ dkcLå, gK®tO∂EMƒDMß wktLßd; RytLƒ dU√dp WNMƒ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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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일 중에 조퇴  

수업 시간 중에 학교를 조퇴할 필요가 있는 학생은 반드시 사무실에서 서명하고 픽업되어야 한다. 사무실로 오면 

자녀가 오도록 연락을 보낼 것이다. 학생은 그의 비상 카드 상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도 내보내지 않는다.  

 

토요 학교 

정학의 대안으로, 학생은 한(1) 번 또는 그 이상의 토요일에 토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밸리 뷰 

초등학교에서 시행된다.  

 

학교 정신 

링컨 학교 색은 적색과 백색이며 마스코트는 “Dan D. Lion”이라고 불리우는 사자이다. 매주 금요일은 정신의 날로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은 링컨 티-셔츠(6학년 위원회로부터 구입 가능) 또는 적색 셔츠를 입도록 권장된다. 학생회는 학사년 

동안 여러번 특정 ”정신의 날”을 준비한다.  

 

성희롱  

교육위원회는 교육구 내에서 또는 교육구로부터의 직원, 학생 또는 기타 인사에 의한 학생의 성희롱을 금지한다.   

교사들은 이 방침을 적절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설명해야하며 그들이 어떤 형태의 성희롱도 참을 필요가 없음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구 내에서 또는 교육구로부터의 누군가와 성희롱에 관여한 어떤 학생도 퇴학에 이르는 그리고 퇴학을 

포함하는 징계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성희롱을 허락하거나 관여한 어떤 직원도 해고에 이르는 그리고 해고를 

포함하는 징계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 (교육위원회 방침 4030) 

학생과 교직원들은 성희롱 또는 그에 대한 불만을 교장이나 적절한 대리인 또는 교육구 행정관에게 즉시 보고할 것이 

요구된다.   

tJ∂G;FH∂DMƒ eK∂gkRh dL∫ ekRh tO∂rK®gkSMß gK®tO∂DMß RywK∂dlsk eofldprp WM®tl 연락해야 한다. 성희롱과 관련된 상황이 RywK∂dlsk 

eofldp D;go WM®tl gorUƒE/wl dKµ는 rU∂dn, tJ∂G;FH∂dp eogKß QNMƒaKß은 RyDB® tjqlTmQnD; QnRyDB®rKådprp 제출될 수 있으며 RmSMß 

QNƒaKß wJœtn Gn tLƒwLƒwJ®DmFh rkSM∂gKß gKß tLßTH®gl rUƒwJ∂DMƒ 내려야 한ek. gK®tO∂dl QnRyDB®rKåD; rUƒwJ∂dp aKßWH®gkwl dKµDMƒ rU∂Dn, RmSM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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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구는 불만제기자 또는 그 제기 과정에 관계된 모든 참여인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한다. 성희롱에 대한 각 불만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신속히 조사되어야 하지만 RmfjgKß rU∂Dn, 특정  QNƒaKß 

aLç gorUƒDMß RmrJ†DMƒ RyDB®RnFh rkwudhwl dKµDMß tkfKådprpSMß QNƒrkDHY∂gKådl vKßaU∂E?ƒ TnEh dL∫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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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학생은 교사 승인 하에 비상 시 외에는 수업일 동안 전화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잊고 안 가져온 숙제, 악기, 체육 

관련 물품, 점심 또는 점심값은 비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방침은 학생의 책임감을 강화시키고 걸려오는 

전화나 비상 연락을 위해 학교 전화선을 열어놓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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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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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교과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모든 책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은 학생의 책임이다. 학사년 초, 자녀에게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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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에서 주 표준에 

부합되는 주정부가 이끄는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평가로서 이것은 모든 학생들의 고등학교, 대학 졸업 및 경력 준비를 

돕도록 고안되었다. 이 시스템은 3 학년을 시작으로 학업지도에 대한 책임 취지로 봄에 치르는 총괄 평가와 일년 내내 

선택적인 중간 평가 모두를 포함하여 교사와 다른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성공을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피드백과 실행 가능한 데이터 제공에 대한 최대치를 위해 컴퓨터 적응 시험 테크널러지를 활용한다. 개별 교육안을 

갖고있는 일부 개개인에 대한 실시에 있어 더 적절히 판별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대안 평가가 있다.  

 

 

교통 차선 

교정 주위의 주차 공간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알투라 애버뉴 상의 차선은 자녀의 승�하차 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뉴욕 애버뉴의 학교 앞은 승�하차 지역이 아니다. 우리 학생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의 협조가 필요하다. 학교에 도착하여 자녀를 내려줄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출발하거나 거리 아래쪽에 

주차하고 자녀(들)과 함께 걸어 오면 좌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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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렌데일 경찰국은 교통을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티켓을 발부하는데 주저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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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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더 많은 차들이 하차 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차를 

앞으로 당겨 공간이 생기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  아동이 차도 쪽으로 하차하거나 트렁크로부터 물건을 꺼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미리 책가방, 노트, 

점심 및/또는 포옹과 입맞춤(잊지 말기)을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그런 다음 학부모는 원추 지역을 벗어나 교통 흐름에 합류한다. 차는 원추 전후에 왼쪽 차선으로 뺄 수 있다. 

오른쪽 차선은 우회전만 할 수 있는 차선이다.  

 

 

방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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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Lƒdyrk dL∫ ek.  

 

• 손위 형제자매가 있는 저학년생들은 픽업될 때까지 알투라 애버뉴에서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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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Kßek.  

 

•  탁아 버스 aLç 특수교육 만 뉴욕 애버뉴를 이용해야 하며 알투라 애버뉴의 차선에서와 동일한 지침이 적용된다.     

 

 

도보 등�하교생 

•  하이 화이브: 뉴욕과 알투라의 횡단보도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차도 횡단 시, 하이 

 화이브를 사용한다. 하이 화이브는 횡단하기 위해 5명(최소)이 모일 때까지 기다린다는 의미이다. 안전상 그룹은 

 더 눈에 잘 띄며 교통의 흐름을 보다 원활케 한다.  

•   교차로에서는 뛰지 않고 rJƒdjtj G?∂eKßgKßek. 

• 학생을 “주차 금지”, “적색 지역”,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에  승�하차시키지 않는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이러한 위반에 대해 즉시 티켓을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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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및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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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오전 7:30-4:00 사이에 캠퍼스에 도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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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퍼스에서 자원봉사 시, 매번 학교 출입시간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  보안상의 이유로, 배지/스티커는 캠퍼스에 있는 동안 항상 명확히 보이도록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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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컨에서 자원봉사하는 학부모는 자원 봉사자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며 캠퍼스의 학생을 위해 정해진 

 복장 규칙을 따를 것이 요청된다. “RMßFh” G}ßrU∂dptjD; wJ®wJƒgKß QH®wK∂ cK®DY∂ aUßdptj gK®tO∂dprp QHßQhrlFMƒ 

 QhduWnSMß rJ†DMß aoDn WN∂dygkek.  

 

링컨의 기대치  

 
모든 학교 규칙은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PBIS)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한다. 학급 규칙 및 비행에 따른 결과는 

교사에 의해 학급에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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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 및 징계 

적절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는 “Paws of Praise” , 링컨의 “훌륭한 시민”상 그리고 매일 매일 긍정적인 학교 생활이 있다.  

 

비행에 대한 징계 

• 경고 - 학급 교사는 규칙을 가르치고 강화시킨다.  

•  교사가 부과하는 징계 – 특별 과제, 학급에서 타임-아웃 및/또는 기타 위반사항에 대한 서류화. 

• 학부모 통고 – 교장 참여가 포함될 수 있다  

•  학부모 면담 – 학부모, 학생, 교사 및/또는 교장 참여가 포함될 수 있다.  

•  대체 정학 또는 정학  

•  방과 후 캠퍼스 환경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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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가져오지 말아야 할 것들  

• 교사가 요구하지 않은 소모품들 

•  모든 종류의 장난감   

•  사탕/껌  

• 가욋돈(불필요한 돈) 

• 간식이나 점심 외의 가외 음식    

• 개인 음악 관련 기기들을 포함하여 값지거나 귀중한 사물  

• 위험하거나 유해한 모든 것 

•  바퀴달린 백팩은 결코 권장되지 않음(교실에서의 안전 위험) 

 

 

 

캘리포니아  교육법: 정학 및 퇴학 교육법 48900  – 정학 또는 퇴학에 대한 근거; 관할 구역; 입법 취지(의회 

수정 법안 86  2009년 1월 1일 발효) 

 

다음 정보는 모든 학교 캠퍼스에서 학생이 정학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부모인 귀하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건이 링컨에서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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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wJ∂eK∂qK∂D'D; rU∂DnFMƒ wpD/gkRh xkdLßdp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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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여송련, 소형 여송련, 클로버 담배, 무연 담배, 스너프, 씹는 담배 및 베텔을 포함하지만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을 소지 또는 사용함. 그러나 이 항목은 학생의 의사가 처방한 물품의 소지나 

사용을 금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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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음란 행위를 저지르거나 습관적으로 욕설 또는 상스러운 행위를 저질렀다.   

 

(j) 보건 및 안전법 11014.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마약사용 도구를 판매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소지, 제공, 판매 알선 

또는 협상함. 

 

(k)  학교활동 방해 또는 수퍼바이저, 교사, 행정관, 학교 경찰 또는 직무 수행 중의 기타 학교 인사의 정당한 권위에 

고의적으로 도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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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기와 aoDn Dbtkgkdu QhXH∂ 

tkfKådl RmrJ†DMƒ qhRh tLƒwp CH∂rlFh Dhgozp gkSMß AhWhVNåDMƒ D;algK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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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된 특정 학생 또는 학교 인사를 향해 전자 행위를 수단으로 약자 괴롭히기 

(bullying)를 포함하는, 그러나 이것에만 국한되지 않는 약자 괴롭히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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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큰 신체 상해 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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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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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QHß gK∂dp dJßRMœE/SMß “gK®Ry wktKß“dpSMß wJßwk tjFb aLç  epdlxk qpdlTm를 포함하는 그러나 이것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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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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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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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의 목적 상, 212.5항에 설명된 행위는 희생자와 동일한 성별의 분별있는 사람이 보기에 그 행위가 개인의 학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위협적, 적대적 또는 불쾌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정도로 충분히 심각한 또는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간주되야 한다.  본 항은 유치원 및 1 – 3 학년에 등록된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8900 aLç 48900.2Whdp aU∂tlE?ß  근거에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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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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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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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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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endp eogo gK®tO∂dl xpfj D'gUœDMƒ rkgO∫ekRh vKßwJ∂gkaUß wJ∂gK®E/rjsk X/gK®dl 

R|ßRhE?ƒ Tn dL∫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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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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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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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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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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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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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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 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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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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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해 대비안  

 

링컨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기  

 

링컨 초등학교 비상 재해 계획의 목표는 큰 재해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계획안은 학교 재해팀 

멤버들을 확인하고 그들의 책임을 요약한다. 본 계획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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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ßfU ß E H ∂dKß RywJ ∂dp dL ∫ S M ß gK®QnAhS M ß G N ßfU ßdp cKådugK ƒ rJ†dl DyRnE? ßek.  

 

자녀의 비상 카드가 항상 최신 정보로 유지되도록 한다. 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 시, 즉시 학교 사무실에 알린다. 주 법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49408)은 학부모가 비상 시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재해/지진  후 취할 기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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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된 성인에게 아동의 인계 절차 :  

• 알투라 길의 “학부모 체크-인 장소(Parent Check-in Point)”로 가서 서명한다(DNƒxkfldptj vywlvKßDMƒ 찾dkQHßek), 

•     알투라 길의 “학부모 인계 장소(Parent Release Point)”에서 자녀를 픽업한다 (DNƒxkfldptj vywlvKßDMƒ 찾dkQHßek), 

•     학생 안전을 위해 모든 나머지 게이트들은 잠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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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훈련 동안 의심스러운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뛰고, 대피하고(숨고), 싸운다” 전략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다.  

 

우리는 학생들의 대비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사년 내내 다양한 안전 훈련, 지진, 화재 및 교정 패쇄를 연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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