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uiding Principles 

-꿈을 갖는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계시민이 된다는 것은 다양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성숙하려면 내가 먼저 성숙해 져야 

합니다. 

-말하는 방법은 말하는 내용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세계시민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정직함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2, 3 학년 Ambassadors,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내년 한 해 동안 얼만큼 배우고 성장할지 정말 

기대가 되요. 우리 학교의 Guiding Principle 

중에 Vision means seeing what is possible 

and taking action. 이라는 것이 있지요? 꿈을 

꾸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선생님도 열심히 여러분을 돕겠지만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리라고 믿어요. 이번 여름 방학동안 독서를 

게을리 하지말고 곱셈과 sight words 열심히 

공부하길 바래요. 우리 함께 멋진 다음 학년도를 

만들어 가요! 

From, Ms. Chung and Mrs. Hsu 

 

 

 Ms. Chung & Mrs. Hsu 
2nd / 3rd  

 

시간표 

8:00 – 9:00 Council/ELD 

9:00 – 9:50  2 교시 

9:50 – 10:10  휴식 시간 

10:10 – 11:10  2 교시 

11:10 – 11:50  1 교시 

11:50 – 12:30  점심 

12:30 – 2:00  1 교시 

2:00 – 2:30  담임반 

 

영어과 사회는 Ms. Chung 의 담당입니다.  

수학, 과학, 그리고 한국어는 Mrs. Hsu 의 

담당입니다. 

 

매일 주어지는 과제 

영어 (2, 3 학년) 

Phonics, 받아쓰기, 30 분 독서  

 

 

수학(2, 3 학년) 

학교에서 배운 복습 문제 

 

Science & Social Studies 

각 Project 에 따라 과제는 필요시 

주어집니다.  

 

 

 

 

매일 교복을 단정히 입읍시다. 



 

 

 

 

생일 

학교에 컵케이크나 케이크를 보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생일을 기념하기를 

원하신다면 등교시간에 학생들이 나누어 

줄수있는 goody bag 을 보내 주십시오.  

 

장난감 

모든 장난감은 학교에서 금지되 있습니다. 

학교에 딱지, Pokémon 카드, 인형, 자동차, 

DS 가지고 오면 공부시간에 방해 그리고 분실 

염려가 있으니 많은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합니다. 

간식/식사 

간식이나 도시락은 반드시 밀폐둉기를 사용해 

주세요. 감식은 학싱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로 준비해 주세요. 야채, 요거트, 크래커, 

샌드위치, 치즈, 아몬드, 아침식사용 바 등은 

건강에 좋은 식품의 예 입니다.  

 

자원봉사 

교실봉사, 현장학습, 학교행사 등에 참여를 

원하실 경우 미리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원봉사인의 역할은 본인의 자녀뿐만 아닌 

모든 학생을 의해 봉사하는 것 입니다. 

 

학급 필요 물품 기증 

교실에 물품 기증을 원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크기의 

Ziploc bags, 프린터용 종이 묶음, 티슈, 

청소/위생을 위한 baby wipes 또는 Clorox 

wipes.  

 

준비물 

학생들은 매일 각자의 준비물과 학용품을 책가방 

안에가지고 와야합니다. 필요한 물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깍여진 연필, 지우개, 과목별 공책, 

교사에게서 주어진 과제나 용품 등 입니다. 

학생들은 3링 바인더를 사용하며 필요한 

학습내용물을 정리해야 합니다. 

숙제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어진 숙제를 스스로 기록하고 

시간에 맞혀서 완료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간은 

소중하므로 모든 학생이 학업에만 점령할수 있게 

많은 도움 부탁합니다.  

결석 

결석이 발생했을 경우 자녀가 다시 등교하는 날 

사유서를 반드시 합께 보내 주십시오. 사유서에는 

학생이름, 결석일, 결석사유, 보호자의 이름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복 

모든 학생들이 매일 ASGE 교복을 입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리서치에 의하면 교복은 

학생들의 학습태도와 행의를 잘 갖출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 학교의 교복의상은 카카색 하의와 

네이비불루 상의 입니다. 학부모님의 많은 성원 

부탁합니다.   

학습태도  

우리는 모든 학생이 진전하고 학교에서 성공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시간에 맞혀서 

스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과제는 깔끔하고 

학생의 주의깊은 생각이 나타나야 합니다.  

행동 

학생들은 우리 학교의 Guiding Principles 을 항상 

따라야 합니다. 교실 안밖의 모든 행동과 단어들은 

학생들에게의 책임감, 존중감 그리고 안전이 

나타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