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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리 스프링스 초등학교 사무실과 교실 명 소개
저희 학교에 방문 하셨던 적이 있으셨다면 , 저희 학교를 대표하는 마스코트가 야구라는
사실을 이미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 각 사무실과 교실 명이 다른 학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방문 시 편리를 위해 알려드립니다.

학교 사무실………………………………………………………………………클럽하우스
교장실………………………………………………………………………………총 감독
교장실 내 회의실………………………………………………………………… 홈
교감실…………………………………………………………………………………감독
교감실 옆 회의실 .........................................................................................타격연습장
양호실 ………………………………………………………………………………트레이닝 실
직원작업 실............................................................................................불펜/투구연습장
직원 휴게실……………………………………………………………………7 회말전 스트레치
카페테리아 ……………………………………………………………………………스넥바
학교건물 밖 식사공간…………………………………………………………………테라스
놀이터 옆 스넥공간……………………………………………………………………외야석
강당 …………………………………………………………………………………명예의 전당
도서실 …………………………………………………………………………………꿈의 구장
컴퓨터실………………………………………………………………………………기자실
수업자료 전문가 실 ……………………………………………………………………타석
교실들 가운데에 위치한 방(Pod)……………………………………………………선수대기실
놀이터 ………………………………………………………………………………………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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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감독인 교장선생님 말씀(General Manager’s Message)

2018-19 학년도 컨트리스프링스 초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해 부터 저희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이라면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저희 학교가 처음인 분들은 저희 학교가
캘리포니아 주 내 탑 100 위 학교이며 내셔널 블루 리본 학교(National Blue Ribbon School)

수상을 2 번, 그리고 4 번의 캘리포니아 우수학교(California Distinguished School) 선정,
교육상인 골든벨 상(Golden Bell Award)을 수상한 학교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학부모님들의 활발한

봉사활동과 끊임없는 공부의 중요성 강조,그리고 더불어 집에서도 올바른 공부 습관을 들여
주신 덕택입니다. 저희 학교의 학생들이 갖춘 대학 진학과 진로에 필요한 기량 : 소통, 협력,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창의력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르기위해 동반되는 수단이 바로
주정부가 시행하는 커먼코어(Common Core) 교육입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들 한사람 한사람의

자신감을 효과적으로 키우기 위해 지적 인지양식-Multiple Learning Modalities-(다양한

지적인지법 페이지 참고)을 통한 교육 과정 그리고 시각 예술과 공연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더 나은 시민으로 자라나도록 교육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특성교육(Character Education)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컨트리 스프링스의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 높습니다. 이 둘의 조합으로 모두가 함께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저희 학교의
지속적인 성공스토리는 계속 될 것입니다.

저희는 에어리스 커뮤니케이션(Aeries Communication)을 통해 소통의 한 장을 열게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사무실과 담임선생님의 중요한 연락 사항이 있을
경우 직접적으로 연락 받으실 수 있습니다.(페이지 6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장에서의 또 하나의 멋진 한 해가 될 것을 우리 모두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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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PFA)
학부모회는 2018-2019 년도에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
학부모라면 자동적으로 학부모 회의 회원이 됩니다.우리 모두는 하나의 큰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야 할 회비등이 있지 않습니다. 컨트리 스프링스 초등학교는
캘리포니아 주의 탑 100 위안에 드는 우수 학교인 동시에 내셔널 블루리본학교(National Blue

Ribbon School)입니다. 이와 같은 우수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으로는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학교행사 참여와 계속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컨트리스프링스 학부모회라는
말은 이와 같은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이라는 말도 됩니다. 교직원들과 학부모회가 한 팀이 되어
함께 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올해는 단 하나의
학교 행사라도 봉사해 주실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 기금모금행사(Fundraising)로 학부모회가 주최하는 교육적인 조회시간(Assemblies),
현장체험학습(Field Trip),학생들의 수상, 레드리본위크 행사 그리고 각 교실의 교육

교재구입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항상 미술교육(Art Palette)과 각 교실 파티/행사, 현장체험학습

그리고 다양한 학부모회의 위원직에는 많은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많은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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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리 스프링스의 교육 철학

컨트리 스프링스 초등학교의 공동체가 실행하는 교육철학은 모든 학생들이 지성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학교는 안전과 동기부여, 그리고 배움으로 이끄는 교육환경구조를 제공합니다.
중점을 두는 것은 높은 가능성의 도달, 남을 위한 배려,책임감, 애국심, 그리고
특성교육(Character Education)입니다.컨트리 스프링스에서는 다양한 지적인지법(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을 시행하며 이는 뒷 페이지에서 계속 말씀드릴 것입니다.
높은 가능성의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각 학생들은 성공적인 올스타로써의 행실이 요구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긍적적인 행동만들기 -Pos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and Support(PBIS)에 관한

포스터가 각 교실마다 또는 학교의 요소마다 벽에 부착될 것입니다.

*각 학생들은 21 세기가 요구하는 소통,협력, 비판적 사고력,창의력의 기량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각자가 세운 목표 도달을 위해 동반되는 책임을 받아들이며 컨트리스프링스에서
제공되는 우수한 교육의 이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PBIS 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학교 공동체 전체가 가치있는 다양한 문화의 장이므로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학교 교직원들은 현재 그리고 마지막교육과정(CCSS.NGSS)까지 함께 해야하며 과학 기술상의
정보를 과학 기술 상의 기회(Professional Development)를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교육 과정과 학교 행사에 계속적인 지원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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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 GENERAL POLICIES
컨트리스프링스 초등학교는 타의 모범이 되는 학교가 되고자 학생들과 부모 그리고 교직원
간의 협동심과 배려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의 학교 규칙을 잘 따라 주시도록
부모님께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소통 Communication
저희 학교는 서로간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서면이 아닌 더
효과적인 소통의 수단인 이메일/문자(Text)를 에이리스 커뮤니케이션(Aeries
Communication)을 통해 가족들과 소통합니다.

학교 웹사이트에는 학교의 메인 캘린더와 점심 메뉴, 그리고 알리는 소식등이
계제됩니다. 이메일은 학교의 중요한 이벤트들을 다시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릴 것
입니다.또한 ,학교 웹사이트에는 온라인 서류작성, 예를 들면 학생결석계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학교 행사에 필요한 봉사자, 학부모회 소식, 그리고 학년 별 필요한 학용품
리스트들이 소개됩니다.
올해는 컨트리 스프링스 트위터(Twitter)어카운트가 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학교 중요 행사,
학교 최신소식, 중요 최신정보등을 올릴 예정입니다. CountrySprings/CVUSD 로 팔로우
부탁드립니다.에어이스 커뮤니케이션과 트위터이외에 같은 내용들을 학교 앞에 설치된
포스트, 그리고 지역신문인 치노힐 챔피언(Champion)에도 저희 학교의 행사들이 소개 될
것입니다.
저희는 가족들이 현재의 학교행사에 관심을 갖게 하고자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정과 학교를
연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석 Attendance
컨트리 스프링스 초등학교는 치노밸리 교육구에서 제일 높은 출석률을 자랑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매 년 저희 학교가 지향하는 출석률은 97.5%로 교육구에서 세운 목표보다 높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 출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 부상등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고 이런 이유로 학교를 결석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은 학교가 시작하기 전 아이들 돌봄 계획의 대안을 미리 세워야
놓아야합니다.
교육구가 정한 결석사유 리포트 기간은 결석학생의 재 등교후 5 일 이내에 (이메일, 노트, 전화
모두 가능) 결석사유를 보내야 합니다. 6 일이후까지 리포트하지 않을 시에는 그 결석은
입증되지 않은 결석으로 처리되어 절대 변경이 불가합니다. 교육구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결석은
병, 병원예약,그리고 가족의 장례식 참석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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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상인 The Batting 1000 Award 에 결격 사유가 없으려면 학생은 반드시 매일 학교에
등교해야 하며 한 학기당 지각 1 번, 일찍 하교 1 번, 방과후 늦은 픽업 1 번만 가능합니다.
될수록 병원예약(교정, 일반치과)은 방과 후 또는 조기하교일(Minimum days)에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이가 학교를 5 일 연속으로 결석 할 시, 담임 선생님께 결석일로 부터 한 달 전에 그리고
늦어도 일주일전에 꼭 알려주셔서 빠지는 과제물들은 개인공부(Independent Study)로 대체 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중 Independent Study 프로그램을 한 학생은
개근상(The Batting 1000 Award) 받을 자격을 잃게됩니다.
매일 학교 수업이 끝나기 15 분 전에는 학생들을 일찍 사인하여 데려갈 수 없습니다.
중요사항: 비상 카드(Emergency Card)에 기재하는 내용들은 반드시 바르고 확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 카드에는 정확한 전화번호(핸드폰포함) 그리고 비상시 연락할 사람이 확실히
적여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이 카드에 이름이 기재된 성인들 만이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비상 카드를 제출한 뒤 바뀐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학교사무실에 서면 또는
방문하여 알려주시면 바로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바르게 기재되지 않은 비상연락카드의
내용으로 인해 비상 시 연락이 지연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결석 시 학부모님들께서는 두 가지 중 한가지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Attendance Hotline(결석 리포트 전용 전화번호) (909) 510-5995 또는
링크 http://www.chino.k12.ca.us/countrysprings 를 클릭하셔서 리포트 하시면 됩니다.

결석 시 보충할 학교 과제나 숙제등을 원하시면, 결석 리포트 하면서 의뢰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오전 10 시 30 분 전에 리포트 하셔야 과제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과제물은 방과 후
3 시 30 분-4 시 30 분 사이에 사무실에서 픽업 할 수 있습니다.
➢지각 Tardiness
학생들은 정시에 등교하는 것이 학생의 필수 사항입니다. 지각 하여 교실에 늦게 가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입니다.등교시간은 오전 7:45-8:10/비오는 날 7:308:10 입니다. 8 시 13 분에는 줄 서는 종이 울리고 학생들은 자기 교실로 줄을 맞춰 갑니다. 8 시
15 분에 울리는 종은 학교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학교 내의 모든 문은 8 시 15 분에
닫힙니다. 8 시 15 분 종이 울린 이후에 오는 학생들은 반드시 사무실에 리포트하고 지각
패스를 받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각은 용납이 되는 지각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염두해 두고 조금 일찍 등교 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병원 예약으로 인한 지각은 (하교 종 치기전 일찍하교하는 것 포함)반드시 의사의 사인이 된
노트를 필요로 하며 이 노트는 반드시 5 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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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하교시 픽업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하교시 교통체증이 심해보여도 보통 하교
종 이후 20 분 이내에 끝납니다.대부분의 차들이 없어진 이후에도 남아 있는 학생들은 학교
사무실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아이들이 사무실에서 기다리게 되는 경우 부모님들은 사무실에
직접 와서 사인을 하여야 아이들을 데려 갈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지각 또는 늦은 픽업은 학교 교장선생님 또는 교감 선생님과의 면담을 요할 수
있습니다.

➢복용약/ 비상시 연락 Medication/Health Emergencies
➢학생이 아플경우 학교에 보내지 마십시오.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아프게 되면 양호실(Training
Room)로 보내집니다. 만약 학생의 상태에 차도가 없으면, 바로 부모님께 연락하게 됩니다. 어떤
학생도 아픈 중에 혼자 집으로 보내지는 일은 없습니다.학교에서 다쳤거나 아플경우, 또한
부모가 연락되지 않을 시 연락할 다른 어른들의 연락처를 아이에게 알려주십시오.
심각한 부상이나 병일 경우 의료진(paramedics)을 부르게 됩니다. 혹시 모를 비상시에 대비해
비상연락카드에 연락처들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번호가 신속한
연락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비상시 연락하여 학생을 데려 갈 사람들의 이름, 전화번호들을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연락카드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에게만
학생을 보낼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십시오.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학교 사무실에 방문 또는 서면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알려주십시면 바로 변경 해 드립니다.
학교에서 복용해야 할 약이 있는 경우, Request for Administration of Medicine 라는 용지를
주치의가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합니다. 이 용지는 학교 양호실(Health Office)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보내지는 모든 약들은 이 용지와 함께 보내주셔야 하고 반드시 원래의 약
포장과 용기 그대로 학생의 이름과 교실 번호를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없는 약국에서 구입한 약들(비타민, 기침용 목사탕포함)은 학교에서 복용 할 수
없습니다.
➢숙제 Homework
숙제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보충하기위한 의도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저희 학교의 숙제에
대한 규칙은 치노밸리 교육구가 지향하는 지침과 같습니다. 시일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아래의 학년 별 숙제에 소요되는 시간을 따르도록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정해진
과제물 이 외에 매일 적어도 20 분씩 독서시간을 가져야합니다. 아이들마다 학습능력의 차이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학년 별 숙제 소요시간을 잘 따르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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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ergarten & 1st (킨더-1 학년)
2nd (2 학년)
3rd (3 학년)
4th,5th,6th(4,5,6 학년)

10 분-20 분
20 분-30 분
30 분-45 분
60 분-90 분

위의 소요시간은 숙제를 하기에 소요되는 정도를 가늠하고자 정해놓은 시간임을 기억해
주시고 수업시간에 미처 끝내지 못한 과제들을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숙제를 내어
주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수업의 복습, 자신의 신뢰감 형성,책임감
습득,학업능력향상,이를 부모님이 확인.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숙제를 언제 어디서 해야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마친 숙제는 잘 보관하여 다음날 학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아이들이 과제를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누구나 좌절하게됩니다.-포기. 그런 경우 담임 선생님께 노트를 써서
마치지 못한 숙제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이 처럼 부모가 요청한 과제물에 대해서는 끝내지 못한
과제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단 이는 매일의 숙제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프로젝트와 같이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제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Homework Notice 는 학생들이 이유없이 숙제를 하지 않았거나, 잃어버렸거나, 또는 끝내지
않았을때 받게 됩니다.잃어버리거나 끝내지 못한 숙제는 매 학기마다 체크됩니다.첫번째
위반시 Homework Notice 를 받지만 RBI Trimester Award 를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또는 계속적으로 받는 경우 RBI Trimester Award 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학습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교 전 그 날의 숙제를 기입하고 이해하는 것은 학생들의 의무입니다. 이를 위해 하교 전
반드시 필요한 숙제를 적고 이해하여 제출일에 맞추어 숙제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합니다.
부모님들은 숙제에 도움을 주기위해 매일 아이들의 과제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학생들 또는 부모님들은 평일엔 오후 3 시 30 분까지/ 일찍끝나는 날엔 오후 12 시
15 분까지 그 날 잊고 가져오지 못한 숙제를 가지러 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없을 경우엔 숙제를 가지러 올 수 없습니다.잊어버리고 온 물건이 있더라도 하교 후
허락없이 교실에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식당이나 학교 행사때 받은 숙제패스(Homework Pass)는 담임 선생님이 정한 각 교실의 규칙에
따라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Back to School Night 에 담임 선생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적 Grading
치노밸리 교육구는 표준 성적표를 사용합니다.이 표준 성적표에는 배움의 의무에 따른 각
과목이 필요로 하는 기량과 이해도로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기준/기준그룹에 따라 다르게 표시됩니다. 이러한 기록된 성취도는 각 학년에 요구되는
기본요구사항에 맞는지 기입됩니다. 학생들의 뛰어난 능력사항은 아이의 노력, 참여도,
협조도등에 따라 따로 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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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에 기입되는 성적구분:

4-학생의 학업 성취능력이 그 해 그 학년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더 높으며 이해도가 깊음
3-학생의 학업 성취능력이 그 해 그 학년에서 요구되는 것에 충족됨
2-학생의 학업 성취능력이 그 해 그 학년에서 요구되는 것에 대부분 충족됨
1-학생의 학업 성취능력이 그 해 그학년에서 요구되는 것에 미치지 못함
성공을 위한 습관들이기(Habits of Success)의 세 가지 영역( 학습습관, 학습 성취도를 높히기
위한 책임감, 그리고 21 세기기량/Skill)은 성적표의 뒷 면에 위의 언급한 성적레벨과 같은
순으로 기입됩니다.
성적표가 발부되는 날짜와 성적상담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Oct.1-5
Nov. 26
Jan.18
Mar.8
April 18
May 30

학부모 면담 주간과 1 학기 중간 성적표
1 학기 성적표 발부
2 학기 중간 성적표발부
2 학기 성적표 발부
3 학기 중간성적표 발부
3 학기 성적표 발부

*매 학기는 성적표 발부를 위해 금요일에 마칩니다.

➢태도 Behavior/PBIS
긍정적이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위해 저희 학교는 아이들의 행실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규정들은 올바른 시민의식,책임감, 배려심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학교의 ‘올스타’수업태도는 긍정적인 행동만들기 시스템(PBIS)의 한 부분이
되며 이는 부정적이고 바르지 않은 수업태도를 단순히 벌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닌 올바르고
긍정적인 수업태도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됩니다.이 시스템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안전하게, 책임감 있게,그리고 배려심있게. 그리고 그 외의 다른 규정들도 이 세 가지로 부터
시작됩니다.
PBSI 는 각 교실에서의 규정에 맞는 올바른 태도에서 부터 비롯됩니다. 이 규정들은 개학 후
학생들에게 소개될 것이며, 부모님들께는 Back to School Night 에, 그리고 각 교실에 부쳐놓은
포스터를 통해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올스타 규정들을 항상 따라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 내 모든 교직원들에게
인정받고 책임감있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바른태도와 행실을
유지하기 위해 올스타 다운 행동(All-Star Behavior)을 보인 모범적인 아이들에게 “Trading
Cards”(트레이딩 카드)를 줍니다. 이 “TradingCards”(트레이딩 카드)를 모아 상/선물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 행동/태도가 불량하면 “Strike”(스트라이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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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안전요원들, 선생님들,학교 직원들이 발부 할 수 있고 이 규칙위반증(Violation)은
부모의 싸인을 요구합니다.
Office Referral(오피스 레퍼럴): 심각한 위반의 경우,즉 학교의 규칙위반과 교육구 규칙위반을
동시에 한 경우또는 계속적으로 교실 또는 놀이터에서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 Office
Referral(오피스레퍼럴)이라는 경고장이 발부됩니다.이 경고장을 받은 학생은
교직원(교장,교감)과 상담절차와 불량한 태도 개선을 위해 “플랜(Plan)”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피스레퍼럴(Office Referral)의 상황이 되면 학교 사무실에서 부모님께 연락합니다.

컨트리 스프링스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학업적 그리고 올바른 태도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학생들은 교사와 교직원들이 정한 학교 규칙들을 잘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숙제를 해
오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담임선생님이 숙제경고(Homework Notice)를 줍니다. 이와같이 만약,
학교의 안전규칙과 교칙을 교실 밖에서 지키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교직원들이
스트라이크(Strike) 또는 오피스 레퍼럴(Office Referral)등의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매 학기마다,
학생들은 성공을 위한 습관(Habits of Success)에 대한 평점을 성적표 뒷면에 받게 됩니다.
➢교통 Traffic Flow
학교 캠퍼스 남쪽 끝의 횡단보도쪽으로 오는 것이 교통체증없이 학교로 오는 가장 쉽고 안전한
등/하교 길입니다. 만약 학교 내로 진입하여 아이들의 등/하교를 시키실 분들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Diagram)을 잘 보시고 교통의 흐름에 따라 이동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나가는 길에
설치되어있는 교통 표지판은 경찰국(Sheriff’s Department)에서 설치한 것이니 꼭 따라야
합니다.조심하세요!

학교 진입을 그랜드에버뉴(Grand Ave.)쪽에서 오는 경우, 이 경우 진입 시에는 좌회전만
가능(첫번째 길로만 진입가능)하며 서클을 따라 돌아 그랜드 에버뉴(Grand Ave.) 쪽으로
나가야하고 나갈때는 우회전만 가능합니다. 하교시 이 길로 오실경우 하교시간보다 너무 일찍
오지 마십시오.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교통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노힐스 파크웨이(Chino Hills Pwy)쪽에서 학교로 오는 경우, 첫번째 길로 진입하여 우회전만
가능하고 주차장을 돌아 나갈땐 좌회전만 가능합니다. 빌리지 센터드라이브(Village Center Dr)
동쪽의 학교 앞 도로는 등/하교 시간엔 주차금지 지역입니다. 이 사인은 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교통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 하교시/Daily Dismissal
하교시 모든 학생들이 정문으로만 나가 서로 밀치고 부딫히는 관계로 하교 시에는 각 학년이
다른 쪽으로 나갑니다.
--1 학년-3 학년 학교 정문(학교 사무실옆)
--4 학년 28 번 교실이 있는 옆 문
--펀클럽(Fun Club)에 가야하는 학생은 30 번교실 옆 문
--5/6 학년 24 번 교실 옆 문
형제,자매들은 학교 앞에서 만나 함께 집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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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 흐름/Traffic Flow(이어서)

학교 남쪽에서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그림에 표시된 길 Pathway(ramp)을 통해서만 걸어
가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북쪽에서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인도 위으로만 걸어서 Traffic
Circle(트레픽 서클)을 돌아 들어오시면 됩니다. 안전을 위해 보행자들은 주차장 입구쪽으로
걸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든 보행자들은 꼭 인도를 이용해서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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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 흐름/Traffic Flow(이어서)
다음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내용입니다.
●등/하교시 학생들을 내려주고 데려갈때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만 아이들을 내려주고
태우도록 합니다. 빌리지 센터 드라이브(Village Center Dr.)와 파크 뷰 레인(Parkview Ln.) 에서
걸어오는 학생들을 위해 빌리지 센터 드라이브(Village Center Dr.) 서쪽에 교통안전요원이
있습니다.
●등교시 오전 7 시 45 분-7 시 55 분사이에 오면 교통체증 없이 수월히 등교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내려주고 데려갈 때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만 해야 합니다. 정해진 장소는 학교
북쪽에 위치한 트래픽 서클이 시작되는 곳과 학교 동쪽 메인 주차장 옆 인도입니다.
●원활한 교통을 위해 등교시 아이들은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차례가 되면 바로
내리도록합니다.(점심값, 도시락,가방등은 미리 준비) 학생들은 반드시 운전자 쪽이 아닌
동승자(Passenger) 쪽으로 내립니다.
●부모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를 주차장에 주차 한 뒤 내리도록
합니다. 절대로 운전자가 아이들을 내려주고 태울때 차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더 많은 차들이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교통정리 봉사를 하는 선생님과 교직원들의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교통봉사 교직원들의 지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반드시 따르도록 합니다.
●운전 중에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운전 중 핸드폰사용은 범법 행위 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입니다.
●비오는 날은 다른 날 보다 교통체증이 더욱 심하므로 일찍 준비하도록 합니다. 비오는 날
등교시간은 7 시 30 분 부터이고 학생들은 강당(Hall of Fame)에 모여 있도록 합니다. 비오는 날
하교시에는 비를 맞지 않도록 정해진 장소의 지붕 아래에 모여 있도록 합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각은 정당한 지각 사유가 아닙니다.

➢복장규정 Dress Code
치노밸리 교육구의 복장 규정은 자신의 표현, 안전,그리고 타 학생을 위한 배려심을 배우기위해
정해졌습니다. 교육구의 복장규정은 개학시 받으실 교육구 학부모 안내서(District Parent
Handbook)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하지만 그 중 중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햇빛을 피하기 위한 기능이 있는 것들은 사용 가능합니다: 선글라스, 모자, 선캡등. 의류와
악세서리등에 씌인 로고가 꼭 컨트리스프링스 로고 일 필요는 없지만 학교에 맞지 않는 로고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자와 선캡등은 야외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교실에서는 선생님의 지시
에 따르도록 합니다. 모자에 관한 규정은 얼굴을 가리지 않아야됩니다.
●신발과 샌들은 반드시 발 뒤꿈치를 감싸야 합니다. 발가락에 끼우는(Thong)타입이나
2 인치가 넘는 통굽은 신을 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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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화와 바퀴가 있는 신발은 어떤 것도 학교 내에서는 신을 수 없습니다.
●끈 없는 옷은 학교 내에서 입을 수 없습니다. 끈의 굵기는 적당히 굵어야하고 반드시 속옷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의료용이 아닌 화장품(색조화장)은 초등학교 내에서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큰 옷이나 배기바지, 흘러내리는 벨트등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대학교 로고와 프로 스포츠 팀의 로고가 있는 제품들은 사용 해도 됩니다. 특히 야구 팀
로고는 권장합니다!
➢점심 프로그램/Lunch Program
학교생활을 하는 것은 학생에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요구합니다. 저희들은 학생들이 양질의
아침식사를 하고 점심을 싸 오기를 바랍니다.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점심을 먹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먹는 것을 권유하는 편입니다.대부분의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먹는 것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점심을 싸 오는 것을 잊었다면 집에 연락하여 가져오도록 하거나
또는 “빌려서(borrow)”학교 카페테리아의 점심을 먹고 다음 날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점심을 먹지 않거나
“인스턴트 음식들(junk food)”을 점심으로 매일 싸 온다면 점심을 싸오라고 하거나 다른 신선한
음식을 싸 오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화요일,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는 40 분의 점심 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놀이터로 놀러 나가기 전 10 분에서 15 분동안의 점심식사를 마쳐야만 나가서 놀 수 있고, 다
먹을때까지 테이블에서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으며 적어도 10 분동안은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야외 피크닉테이블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홀어브페임/강당(Hall of Fame)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수업이 11 시 45 분에 끝나는 수요일과
다른 일찍끝나는 미니멈(minimum)데이에는, 중간 아침(mid-morning)에 간식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에 학생들은 ‘점심’을 가져와서 먹거나 카페테리아에서 급식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급식-컨트리 스프링스에서는 매일 200-300 인분의 급식을 메뉴에 따라
제공합니다. 급식 메뉴는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페이지 6 참조)
급식비 지불: 급식비는 MYSCHOOLBUCKS.COM 을 통해 지불하거나 또는 개인 수표(check)로
지불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수표사용시 Pay by Country Springs Elementay 기입)
만약 학생들이 현금으로 학교에 가져와 급식비를 지불 할 상황이 생기면 개인수표를 쓰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돈이 없어지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할수 있습니다. 개인수표의 경우 잃어버려도 주인에게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급식구좌에 돈이 얼만큼 남아 있는지 계속 적으로 확인 해 주셔야합니다. 학생들
구좌에 돈이 많이 남아있지 않거나(급식을 사먹을 수 있을만큼),없거나 하는 일이 한번 또는
두번이 되면 학생들에게 구좌에 돈이 없다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학생의 구좌에 계속적으로
급식을 사먹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의 여분이 없거나 하면 학생에게 건강한 식단의 급식 대신
보통급식을 줄 수 밖에 없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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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리 스프링스 초등학교 수업 시간표
2018-2019
평일 스케줄
오전 8:13
오전 8:15
오전 10:00-10:13
오전 11:30-오후 12:10
오전 11:40-오후 12:20
오전 11:50-오후 12:30
오후 12:00-오후 12:40
오후 12:10-오후 12:50
오후 12:20-오후 1:00
오후 1:05-오후 1:18
오전 11 시 35 분
오전 11 시 35 분
오후 2 시 55 분

줄 서기 종
학교 수업시작
전 학년 쉬는 시간
1 학년 점심시간
2 학년 점심시간
3 학년 점심시간
4 학년 점심시간
5 학년 점심시간
6 학년 점심시간
쉬는시간
킨더오전반 하교시간
킨더 오후반 등교시간
하교시간(킨더 오후반, 1 학년-6 학년)

일찍끝나는 날(수요일/미니멈데이)
오전 8:13
줄 서기 종
오전 8:15
학교 수업시작
오전 10:40-오전 11:10
1 학년 점심시간
오전 10:40-오전 11:10
2 학년 점심시간
오전 10:40-오전 11:10
3 학년 점심시간
오전 11:10-오전 11:40
4 학년 점심시간
오전 11:10-오전 11:40
5 학년 점심시간
오전 11:10-오전 11:40
6 학년 점심시간
오전 11:35
킨더 하교시간(오전,오후반)
오전 11:45
하교시간(1-6 학년)
비 오는날
7 시 30 분까지 학생들을 학교에 내려 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등교 후 책가방은 교실 밖
가방걸이에 걸어주두고 강당인 홀어브페임으로 가서 있도록니다.
8 시 05 분-8 시 15 분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인솔해 데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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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프로그램/Lunch Program(이어서)
새로운 학교 내 사인 인(sign-in)시스템으로 학생들의 점심은 학생의 이름을 반드시 적어 학교
사무실(Front Office) 내의 카트 안에 갖다주실 수 있습니다. 점심은 1 학년-3 학년은 11 시
45 분까지(일찍끝나는 미니멈데이에는 10 시 35 분까지) 갖다 주셔야하고 4 학년-6 학년은
11 시 55 분까지(일찍끝나는 미니멈데이에는 11 시 5 분까지) 갖다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
시간까지 점심을 갖다주시지 못하는 경우, 학생들은 학교 급식을 사 먹어야 합니다.

학교급식은 하루에 $2.75 입니다.

➢위급상황시 준비/Emergency Preaparedness
컨트리 스프링스 초등학교는 주정부에서 정한 학교 안전수칙을 매 년 개정된 수준으로
준수합니다.학부모님들은 예기치못한 재난,재해 시 자녀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것에
대해 확신하시기를 바라실것입니다. 학생들은 화재시, 지진이났을때 대피하는 대피훈련(락
다운드릴/Lock Down Drill)을 매 년 연습합니다. 비상시에는 학교 웹사이트 를 참고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교육구와 학부모회에서는 비상시 필요한 물, 식량,도구, 쉘터 그리고 비상약품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Curriculum
치노밸리통합교육구에서는 각 학년에 맞게 주정부 교육국에서 제정한 커먼코어에 따라
교육과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이 기준에 맞추어 학생들이 학습성취도가 높을 수
있도록 수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3-6 학년 학생들은 스마터 발런스드 어세스먼트
컨소시엄(SBAC)에서 개발한 캘리포니아주 학생능력평가(CAASPP)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매 년 보게 되는 이 시험은 컴퓨터로 보는 시험으로 봄학기에 보게 됩니다. 학생들은
영어/읽기,쓰기(English Language Art/ Literacy),산수(Math),사회(Social Studies), 과학(Science)
테크놀러지(Technology),음악(Music), 미술(Art), 체육(Physical Education)보건(Health)등에 대해
공부합니다.
또 한가지 컨트리 스프링스 초등학교가 다른 점은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의 다양한
지적인지법(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더 자세한 설명은 29-32 페이지 참조)을 교육방법에
적용시킨다는 점입니다. 이 다양한 지적인지법의효과성은 높은 목표설정, 지속적인 부모님의관여,
확실한 교직원들의 교육관이 저희 학교를 성공적인 학교로 이끌 것입니다. 오랫동안 컨트리
스프링스 초등학교는 치노밸리 통합교육구에서, 또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상위 100 위안(8 천개
초등학교중)에 드는 학업성과가 높은 학교입니다.
지난 2015 년에는 내셔널 블루리본 학교(National Blue Ribbon School)로 두번째로 선정되었고,
이로인해 학업수준이 우수한 학교임을 다시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2008 년에는 뛰어난
수업 프로그램에 주는 골든벨 상(Golden Bell Award),그리고 2018 년에는 캘리포니아 우수
학교(California Distiguished School)에 4 번째로 선정되었습니다.
➢테크놀러지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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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 교육국이 시행하는 커먼코어교육은 21 세기형 교육을 지향합니다. 테크놀러지는
대학진학과 사회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컨트리 스프링스 초등학교에는 2 개의
컴퓨터 교실을 매 주마다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4 개의 모빌렙(Mobile Labs/움직이는
연구실)에 각 20 대의 컴퓨터와 여러 대의 테블렛 (Tablet)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구에서 10 대의 크롬북(Chrome Books)을 각 교실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여러가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키보드 사용법, 디지탈 공동체, 연구조사방법, 문서작성 그리고
발표프로그램등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표창 Student Recognition
저희 학교의 높은 기대치에 부흥하는 학생들로 교육하기위해 각 분야별로 잘하는 아이들을
표창해주자는 것이 저희 학교의 신념입니다.학습적인 면 뿐만 아니라 올바른 태도로도
칭찬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을 받을 때는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어야합니다.저희 학교가 정한 상은 각 아이들이 우리 학교의 높은 기대치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매 달 그 달의 학생은 매우 뛰어난 선수(M.V.P.) 상을 받게됩니다.
M.V.P.(엠브이 피) 상은 1 학년부터 6 학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주정부가 정한 커먼코어의
기본사항 성취도(Common Core State Standard )에 맞추어 성취도가 높아야합니다.
매 학기에 주는 상 Trimester Awards –성적표가 배부 될시 각 학기마다 주는 상
Coach’s Award(코치상)

학습태도와 21 세기 스킬/Skill(성적표 뒷면에 기입되는)
학업성적과 성공을 위한 습관/Habit of Success
에서(놀이터와 교실에서 모두) 3 또는 4 를 받아야하며
놀이터 경고나 오피스레퍼럴이 없어야 한다

RBI Award(성실상)

일상적으로 가져온다는 뜻으로 Regularly Brought In-RBI
라고 부르며 이 상은 수업 중 과제와 방과 후 숙제를 포함
해서 1 개 이상의 미제출 숙제 또는 끝내지 못한 과제가 없어
여 한다.

Batting 100 Award(개근상)

한 학기동안 무 결석, 1 번이하의 지각,조퇴, 또는 늦은
픽업이없어야 한다.(한 학기의 첫 날부터 마지막날까지)
학기 중간에 전학 온 학생들은 해당안됨.
교육구 지침에 따라 지각과 조퇴는 해당일로 부터 5 일이내에 의사의 노트등을

제출하면면제될 수 있다.

Grand Slam Award(그랜드슬램상)

위의 세가지 상(코치상, 성실상, 개근상)을 한 학기에 모두
모두 받으면 이 상을 준다.

연말에 주는 상 End of Year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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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 of Fame” Inductee(명예의 전당):

그랜드 슬램상을 세 학기 모두 받은 학생은 그 해 연말
에 이 상을 받을 수 있다.

Presidential Fitness Award(대통령 체육상): 5 학년학생들 중 국가에서 정한 체력테스트를
통과하면 받을 수 있다.
Presidential Academic Award: 6 학년 학생중 캘리포니아 주정부 시험(CAASPP)에서
(대통령 우수학업상)
표준기준을 넘는 성적을 얻은 학생
(미연방교육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바뀔수 있음)

Presidential Educational Improvement Award: 6 학년 학생중 학업능력이 우수하게 발전된 학생
(미연방교육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바뀔수 있음)
(대통령 학업발전상)
➢특별 프로그램 Special Programs
컨트리 스프링스 초등학교에는 학생들이 필요로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화학습 Enrichment: 어떤 과목에서 특출함을 보여 한층 심화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차별화”(differentiated)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화 된 수업이란 표준기준의 수업에서 더
나아가 심도있는 수업을 말하는 것으로 추가로 과제를 더 하는것과는 다릅니다. 2 학년 부터는 그
학년의 중간쯤이 되는 시기가 되면 영재아와 재능아 교육프로그램(Gifted and Talented
Education/GATE)의 심사과정을 거쳐영재아와 재능아의 있게 됩니다. 게이트(GATE)학생들은
게이트 학생들을 모아 반을 형성 하게 되고 이 학생들은 게이트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맡아
아이들에게 맞는 심화학습과 차별화 된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학습 능력이 높은
학생들(게이트 학생판정을 받지 않은) 또한 심화학습에 함께 참여하여 심도있는 학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학습자반 English Learners: 학생들을치노 밸리 통합교육구에 등록 할 시 학부모님들은 집에서
쓰는 언어에 대한 설문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쓰는 언어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라면, 그
학생은 교육구의 언어평가센터에서 시험을 보아야합니다. 이 시험의 결과가 해당학생의 언어
레벨수준이 됩니다. 영어학습반(EL)학생들은 매일 영어발달교육(English Language
Development/ELD)을 받게됩니다.
펀클럽데이케어/방과후교실 FunClub Day Care: 저희 학교의데이케어 건물은 트레픽 서클(Traffic
Circle)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선생님들이 오전 6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아이들을 돌보아 주십니다.단,수업료가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교육구의어린이 발달센터(Child
Development Center)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펀클럽 전화번호 909-590-1243

18

우수프로그램 Student and Teacher Excellence Program(STEP): 학생들의 학업과 행동발달에 있어
더 필요로 하는부분을 멀티티어시스템(Multi-Tier SystemMTSS)의 도움으로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 시스템을 통하여 아이들의 발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더 나은
측정이 요구되는 때에는 선생님이 스탬(STEM)팀에게 회부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팀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학부모님,담임 선생님, 중재선생님, 그리고 교직원중 지명된 사람입니다.이 팀은
해당학생의강점과 취약점을 가려내고 이에 따른 발달계획등을 세우게 됩니다. 대부분 이
계획에는 후속회의를 필요로 합니다. 스탬팀의목표는 함께 협력하여 해당학생의 성공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수교육수업 Specialized Academic Instruction(SAI): IEP 가 있는 학생들은 특수교육(SAI)
선생님께 수업을 받게 됩니다. 특수프로그램수업자료(The Resource Specialist Program/RSP) 는
기존의 교실 수업과 소그룹 또는 개인 수업 시에 도움을 줍니다. 특별한 날의 교실(The Special Day
Class/SDC)이라 불리는특수학생반에서는 학생들의 IEP 에 따라 자립적인 수업 환경을 위해
순응하는 수업,변화하는 수업을 특수프로그램 맞추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하기와 언어 서비스 Speech/Language Services

학생들 중 IEP 가 말하기와 언어에 속한 학생들을 언어병리학 선생님이 돕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제공은 소그룹, 개인 교습에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담 Counseling: 컨트리 스프링스 초등학교 학생들은 치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치료 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허가증은 학교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Psychologist: 컨트리 스프링스 초등학교에는 심리학자 선생님께서 매주 두 번
방문하십니다. 이 선생님의 주된 업무는 IEP 학생모임에서 심리학적 교육평가, 분석연구,권고
그리고 교직원들에게 심리학적 정보공유등입니다.
힛츠(특별활동시간)H.I.T.S: Helping Ignite Tomorrow’s Star (내일의 스타가 피어나도록 돕다)

매 년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본인의 학습능력과 다양한 지적인지법에 맞춰 신청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 특별한 심화 수업들은 각 선생님들에 따라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기부여가 확실한 다양한 주제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더 높은 수준의 사고력,
활발한 참여와 다양한 경험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학생들은 자기가 흥미있는 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추가교육과정 Other Extra Curricular Programs: 컨트리 스프링스 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기초 반오케스트라,기초반 밴드, 고급반 오케스트라와고급반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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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합창반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미술 교실에서 Art Palette 이라고 하는 미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에 진행되는 것으로는 토론 클럽과 달리기 클럽이 있습니다.
다양한 지적인지법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1980 년대 중반,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성인와 어린이들의 지식 습득에 연관관계가
있음을 알아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라 불리는 다양한
지적인지법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개개인은 7 가지의 지적인지 법으로 배움의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적습득력이 사람들마다 다르게 이루어 지므로 각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으루습득할때
어떤 지적인지법이 효과적인 학습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지 알수있게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컨트리스프링스 초등학교에서는 지적인지법을 이용하여 학습합니다. 저희들은 모든 학생들은
총명하다 라고 믿습니다. 학생들에게 맞는 지적인지법을 알아내어 학생들이 학습내용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지나간 기록들과 경험들을 되돌아 볼때 이
방법은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적인지법은 학교가 개교할 당시부터 확고히 만들어 졌습니다. 저희 교직원모두는 이와 같은
확고한 교육이론과 수업들을 잘 이어나가 이를 지적인지법 안에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아 성공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7 가지 지적인지법:
언어적 Liguistic:

단어왕. 읽기,듣기로하는 학습이 쉽다.

이성적/수학적 Logical/Mathmatical:

숫자왕. 문제풀이, 컴퓨터,그리고 비판적사고 하는것을

운동감각적 Bodily Kinesthetic:

몸짓왕. 몸으로 표현하고 촉감으로 느끼는 방법으로

공간적 Spatial:

시각왕. 사진과 같은형식또는 3 차원적인 모형으로

음악적 Muscial:

외향적 Interpersonal:

내성적 Intrapersonal:

즐긴다.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퍼즐맞추기를 즐긴다.
음악왕. 운율,리듬 또는반복하면 학습이 쉽다.
인맥왕.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면 학습이 쉽다.
자립왕. 혼자 일하는 것을 원하고 자기자신의
강점과 취약점에 민감하다.

학교 전체의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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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적인지법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이어서)
교사들은 각 학생들의 7 가지 지적인지법 양상을 잘 이용하여 수업에 연계하여 지도하도록 합니다.
각 학생들은 각자의 강점인 부분을 테스트합니다.

학교 내는 물론 학교 주위, 즉 학교 옆 공원과 연못등도 배움의 장소입니다.
특별활동인힛츠 프로그램( The H.I.T.S)은 지적인지법에 따른 프로그램입니다.
부모님의 참여 Parent Involvement
학부모님들의 학교 행사 참여는 항상 권유해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부모님의 적극적인 학교
행사 참여는 가정과 학교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컨트리 스프링스 초등학교는 아래와 같은 행사에 적극 참여하시는 학부모님들께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학기 초 학교, 교실 설명회/백 투 스쿨 나잇(Back to School Night) ,학부모 면담기간(Parent
Conferences), 학교 공개일/오픈하우스(Open House),학부모 자원봉사(Parent Volunteers)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교실 또는담임 선생님을 보조하여 도움을 주실 기회는 아주 많습니다.
만약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부모님께서는 담임 선생님께 미리 연락 드려 봉사시간을 계획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자원봉사 하시기를 즐겨 하셔서 거의 매일 학교에 오시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매 달 10 일이상 학교에 자원봉사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지문체취와 TB 테스트를
하셔야합니다. 더불어, 교육구에서 권한으로 시행하는 성 남용예방을 위한 의무보고
교육(Preventing Sexual Misconduct and Mandatory Reporter)을 인터넷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자들을 위한 서류들(직장내 마약근절/Drug-Free Workplace form, 직원과
학생상호관계 Employee/student interaction form, 성희롱예방등 Sexual Harassment form,etc)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요구사항들은 학생들과 함께 하는 위원회와 학부모회에도 적용됩니다.
학교 자원봉사자로 10 일 이상 일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인사부 태미 맥돌만(Tammie McDorman)
에게 연락바랍니다.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909) 628-1202 Ext.1134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구에서는 새로운방문록 사인 시스템(Raptor)을 구입하였습니다.
학교에 첫 방문시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주 정부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메건의 법 사이트 Megan’s Law website(아동성폭력자 색출사이트)에서 검색,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학교 방문시, 프린트된 ‘방문자’ 스티커를 꼭 부착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모든
자원봉사자들도 이 스티커를 부착해야 학교 내로 들어올 수 있으며, 나갈시에도 서명 후 나가셔야
합니다.학부모들의 자원봉사 활동에는 담임선생님의 보조역할, 예를 들면: 과제 정리, 학교
수업자료실(Workroom) 에서 자료 준비,등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은 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 또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학생들과 담임선생님 간의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하여야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인적인
담화를 전하거나 또는 아이들의 물품을 전해주기위해 교실을 방문하지 않도록 합니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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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사항/물품들은 학교 사무실 (클럽하우스/The Clubhouse)를 통해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상연락사항 또는 물품들도 학생들에게 늦게 전달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린 숙제전달은 비상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생일 축하는 담임 선생님과 미리 의논 후 계획하여야 합니다. 모든 축하는 같은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함께 하도록 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본인의 반에 알맞은 축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방문하시는 것은 언제든 환영받을 일이지만,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생들에게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하는 학부모는 선생님이 명령하고 학교에 알릴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학생들끼리 문제가 발생 했을 시 중간에 끼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 발생시, 학교
교직원이 학부모를 학교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안전과 법적책임 관계로 학부모는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에 놀이터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현장체험학습(Field Trip)은 수업의 연장으로 즐겁고 신나는 일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시 아이들의
보호자로 함께 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참여는 항상 권장합니다. 함께 참여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우리들 모두가 학교를 대표하는 것을 잊지마시고 선생님의 지침에 따라 주십시오. 현장체험 학습
시 컨트리 스프링스 초등학교 학생이 아닌 형제,자매들을 동반하여 보호자로 따라 올 수 없습니다.
보호자로 오신 학부모님들은 현장체험학습이 끝난 후에 교실로 학생들과 함께 돌아갑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끝마치는 종이 울릴때까지 교실에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는 현장체험학습 중에
학생들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저희 학교 학부모회의 보조 시스템은 엄청납니다. 학교가 개교한 이래 생긴 지침에 보면, 학생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자동적으로 학부모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 곳에는 학부모회가
주최하는 여러 행사들에도 많은 자원봉사 기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기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교 사이트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chino.k12.ca.us/countrysprings
학부모님들의 또 다른참여방법으로는 학교 협의회(School Council)와 위원회(School Commitees)
참여입니다. 이 위원회들은 학교에 필요한 자료와 향상된 수업 프로그램,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함께 계획하고 일하는 단체들입니다.
항상 자원봉사의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주신 후원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연락처
컨트리 스프링스 초등학교/Country Springs Elemetary
교장: 탐 메커시 Tom Mackessy
부교장: 바바라 비얼든 Barbara Bearden
사무실장: 베벌리 락맨 Beverly Lockman
서기: 미쉘 차베즈 Michelle Chavez
이중언어 서기(만다린어):로벌따 린 Roberta Lin
양호실장:린디 드로즈 Lindy Droz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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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5 Village Center Drive
Chino Hills, CA 91709
전화번호(909)590-8218
팩스(909)548-6079
사무실근무시간: 오전 7:30-오후 4:30
결석리포트 직통전화(909) 510-5995
학교 웹사이트주소
http://www.chino.k12.ca.us/countrysprings
펀클럽/방과후교실(909)590-1243

가드너박사가 선생님들께 권고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육자로써 나는 세 가지 기본 적인 수업들을 그려보았습니다.
1. 될수록개별화된 수업을 하십시오. ‘한 사이즈로 다 맞는다’ 라고 생각하는 대신 각 학생이
편안하고 효과적인 배움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다른 길을 모색하도록 하십시오. 당연히 이
방법은 한교실의 학생이 적을때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앱스 ’apps’ 가 이를 가능하게 하고
모두를 개별화되게 해 줄 것입니다.
2. 당신의 수업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만드십시오. 중요한 수업을 진행할때 단 한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가지 방법으로진행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야기를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도표이용, 역할놀이등) 이런 방법들은 어렵게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자료를 이용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기 쉽게 당신의 수업을
전달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한가지 방법으로만 수업한다면 당신의 이해도 또한 어려워질
것입니다.

3. “유행”따위는 던져버리십시오. 이것은 오히려 헷갈리게 할 뿐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https://bryantanner.wordpress.com/2014/01/15/howard-gardener-speaks-out-multipleintelligences-≠-learning-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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