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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 Academy of Little Saints
Full Gospel Church of Houston
1520 Witte Rd, Houston, TX 77080
(Phone) 713-584-3573

학부모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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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 Academy of Little Saints (CALS)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각 어린이는 저마다의 타고난 독특한 특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 각자의 발달단계와 성장 속도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신체적으로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가도록 돕고자 합니다.
Christian Academy of Little Saints (CALS)는 18개월부터 만 4세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의 주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CALS 는 전문적인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각 어린이들이 기독교적인 환경
안에서 신체적, 영적, 인지적, 감성적, 그리고 사회적인 발달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CALS는 Texa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교이며, 이에 따라
Minimum Standards for Day Care의 기준에 맞추어 운영합니다. 만약 Minimum Standard를 보시기
원하시면 학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고 www.dfps.state.tx.us 로 들어가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교육목표
CALS는 우리의 어린이들이 아래의 항목에 있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확립합니다.
영적인 발달: 서로를 배려하고 수용하는 기독교적인 환경 안에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관찰하고
탐구하며, 성공과 실수를 통하여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배웁니다.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지에 대해 배웁니다.
인지발달: 각 연령 발달에 적합한, 다양하게 계획되어진 교과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의 학습동기와
호기심을 고무시키는 학습환경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호기심, 상상력, 창조적인 사고, 문제해결 능력과
언어 발달을 촉진합니다.
신체발달: 다양한 활동과 교구들을 통해, 어린이들의 총체적인 운동기능(대근육)과 소근육(손과 손목의
근육을 이용한)의 운동기능, 손과 눈의 협응, 및 신체적인 성장에 관계된 모든 감각 기능의 발달을
촉진합니다.
사회성 발달: 어린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학습하고, 놀고, 의사 소통을 하면서 서로를 수용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욕구와 각자의 권리,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도 배워가게
됩니다.

감성 발달: CALS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통하여 각 어린이들이 스스로에 대한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돕습니다. 어린이는 각자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자신감 있는 태도와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수업 일정
CALS의 스케쥴은 Spring Branch ISD 의 캘린더를 따르지만 전부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CALS 의 뉴스레터와 연간 캘린더를 꼭 체크해 주십시요.

CLASSES
School Hours : 9:00 AM -2:30 PM
●

Yellow Class (5days) : 18 month – 24 month olds

●

Orange Class (5days) : 2 year olds

●

Green Class (5days) : 2 year olds

•

Blue Class (5days) : 3-4 year olds

)"-".
CALS는 위에 제시된 학교의 목표를 최고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직원 한사람 한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교직원들은 어린이의 발달단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유아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개개의 어린이를 독특한 한 개인으로서 인정하고 배려합니다. 매달 제공되는 교사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방법들을 배우고 연구하며 심폐소생술, 아동응급처치법을 이수한 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 0" 1"2 3"4
CALS는 인종, 피부색, 신념, 종교, 출생국가, 혹은 출생기원에 관계없이 교회와 지역사회의
해당 연령에 적합한 모든 어린이들의 입학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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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은 등록서류를 작성하셔서 아이의 등교 전에 학교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등록을 위해서는 부모님들은 매년 새로운 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등록금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모든 양식들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

CALS Fee Form / 등록금 동의서

●

Enrollment Application Form /입학 등록서

●

Emergency Contact Information Form /비상시 연락처 및 치료를 허락하는 동의서

●

Medical statement /건강 검진

●

Immunization Record / 예방접종 기록

●

Child Developmental Assessment /학생 발달 기록서

●

Video/Picture/Media Release Form

●

Allergy Action Plan Form

위의 서류들과 함께 Fee form 에 알려드린 Registration fee 와 Deposit (Credited toward
last month’s tuition) 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Registration Fee와 Deposit은 환불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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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등록하시기 위해서는 Fee form 에 알려드린 등록비와 Deposit (Non-refundable/Credited toward
last month’s tuition)를 내 주셔야 하며, 모든 수업료는 현금이나 체크로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수업료는
매년 교회의 CALS 교육 담당 보드에서 결정하며 교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CALS의 월 수업료는 방학
일수를 제외한 뒤 일년의 수업 일수에 따른 등록금을 9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입니다. CALS의
수업료는 학교의 고정 비용을 고려하여, 각 개별 학생의 질병, 휴가, 공휴일, 해당 학군의 수업취소 및
CALS의 비상상황으로 인한 학교 수업 취소에 상관없이, 반환되거나 환불되지 않습니다.

월 수업료는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매월 1일에 납부 되어야 합니다. 매월의 5일이 지난 경우에
수업료가 연체된 것으로 간주되어 $20의 연체료가 부과되며 Returned Check 이 발생시 동일하게 $20이
부과되어 집니다.

CALS Financial Assistance Program
칼스 유치원은 2022년 가을학기부터 2023년 봄학기까지 학비 보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22년
Child Care 구호 기금 (Child Care Relief Fund) 지원을 받아 가능해진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회의 가족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

전임목사(Full-time Pastor)의 자녀
자녀의 부모 중 한 분이 지역 교회 전임목사일 경우 등록금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전임 목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저소득층 가졍의 자녀
칼스 유치원은 보다 많은 가정들이 프로그램에 참여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할인 신청에 해당이 되는 가족들은 총 소득의 검토를 위해 작년도 1040 Federal Tax
Return 의 첫 페이지를 오피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mycals1520@gmail.com)
연간 가정의 총 소득이 $45,000 이하인 모든 가족, 그리고 정리 해고 혹은 사고 등으로 재정
상황에 갑작스럽고 극적인 변화가 발생한 경우 디렉터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01-45,000 - 20% of tuition discount
$0-$37,000 - 30% of tuition discount

3.

형제 자매 할인
칼스 유치원에 2명 이상의 자녀를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에게 드리는 혜택입니다. 첫번째 자녀
이후 모든 어린이는 수업료에서 10%를 할인을 받게 됩니다.

수업료 할인의 혜택에 대한 요청은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모든 할인 혜택은 부모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 하며, 미리 요청되지 않은 할인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므로, 할인혜택 대상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표는 Christian Academy of Little Saints 혹은 CALS로 지불인을 기재해 주시고 학교 Office로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표에는 반드시 학생의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이나 기타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2주 전에 이메일이나 자녀의 개인 folder 안에 편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등하교 절차
Hours of Operation
오전 9:00 AM – 9:15 AM –

CARPOOL

매일 아침 Carpool line에서 자녀를 Drop 해주시면 교직원들이 각 교실로 인솔해 드립니다.

오후 2:15 PM – 2:30 PM –

WALK-IN

학교에 들어오셔서 간단한 손 소독을 하시고 교실에 가셔서 자녀를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백신을 안
맞으신 학부모님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업은 9시에 시작하여 2시 30분에 종료하며 오전 Carpool이 끝난 9시 15분부터 2시 15분까지는 외부의
출입문이 잠겨 있습니다. 교사들이 그날의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인 9시 이전에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온전한 집중을 할 수 없는 시간 임으로 아이들이 교실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음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9시 이전에 도착하셨을 경우 밖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Parking Lot Safety
CALS 는 자녀들의 안전을 최우선시 합니다. 등하교 시간의 주차장은 매우 복잡하므로 운전하실 때
자녀 이외의 다른 아이들도 유심히 살펴 주시고 최대한 천천히 운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rpool 이 진행되는 시간인 아침에는 학교 빌딩 앞의 주차장에 주차를 삼가해 주십시요. CALS 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Cellphone 사용을 규제합니다. 차 안에 아이를 두고 내리는 것은
어떤 이유에도 불법임을 기억해 주시고 길을 건너실 때는 반드시 자녀의 손을 잡고 건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후 시의대책
CALS는 Spring Branch ISD 의 결정에 따릅니다. Bad weather 의 경우, Spring branch ISD 의 학교가
Close 할때 CALS 도 학교를 Close 합니다. 이런 비상시에는 라디오와 TV 를 통하여 Spring branch의
결정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CALS가 보내드리는 이메일을 통하여 최종 결정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i.e.
Hurricane, tornado, high winds, flooding, etc.) or a school emergency (i.e. No electricity, severe
plumbing problems, etc.)
교육비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 ?"@

0" ;"4"A" 3"B C"D

등록을 희망하는 어린이의 보호자들은 아동의 건강검진 기록, 보험정보, 비상시 연락처, 및 응급치료
허가서양식을 작성하신 후 어린이가 학교에 출석하기 이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의 검진 기록
부분은 담당 의사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비상시 연락처와 응급치료 허가서는 보호자께서 작성하시고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기 중에 비상 연락처, 건강상태, 전화번호, 주소 및 예방접종 내용
등에 변경이 생기면 반드시 학교에 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중 어린이의 건강상태에 아래와 같은 증상이 보이면, CALS 교직원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 우선 어린이의 증세나 상처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어린이들과 별도로 보살핍니다.
2. 어린이의 부모님께 연락을 취합니다. 만약 부모님 모두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대신
비상연락처에 승인된 다른 분께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므로, 비상연락처에 적으실 때에 학교에서 연락이
갈 경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같은 지역 내의 분들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필요할 경우, 어린이의 주치의에게 연락합니다.
4. 필요할 경우, 학교의 책임자가 구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만약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나, 어린이를 경미한 응급상황 때문에 응급실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되어질 경우, 학교의 교직원이 어린이를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데리고 갑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부모님과 최대한 신속히 연락을 취해 응급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의 치료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지불은 부모님이 담당하게 됩니다.

질병시
모든 CALS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면 가정에서 돌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

고열 (100도이상)

●

지속적인 기침과 목 따가움

●

맑지 않고 누런 코가 나올 때

●

구토

●

설사

●

피부 발진

•

결막염 (눈병)을 포함한 전염 가능한 기타 모든 증상들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의 체온에 나타난 고열이 정상 체온으로 돌아 온 후, 혹은 구토와 설사가
멈춘 이후, 최소 48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학교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전염병의 증상들을 다른
어린이의 가족들에게도 인지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학교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저희 CALS는 학교 내에서 가능한 한 의약품 투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하게 반드시 약을 투약 해야 하는 경우는 State of Texas Department of Protective and Regulatory
Services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학교에 가지고 오시는 모든 약은 원래의 용기에 담아서 보내십시요.

●

의약품에는 반드시 아동의 이름을 적어 주십시요.

●

조제된 약품은 반드시 그 날짜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약의 복용을 돕는 교직원을 위한 의약품의 복용 방법이 반드시 글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조제된 약품의 용기에 담당의사의 이름을 써주시고 허가서에 담당의사의 사인을 받아서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

학교로 가져 오시는 복용약, 연고 및 기타 의약품은 반드시 직접 교직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의약품을 아동의 책가방이나 도시락 가방 안에 넣어서 보내지 마십시요.

청력 및 시력 검사
텍사스 주의 규정은 모든 유아시설에서 만 4세가 넘는 어린이들에 한하여 매년 청력 및 시력 검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청력 및 시력검사를 하신 후, 학생의 기록문서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발생 및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 절차
어린이들의 안전은 저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직원과 교사의 가장 최우선되는 책임은
어린이들을 지정된 안전 구역이나 대피장소로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기후에 대한 대피
연습은 매 2개월 단위로 훈련하며, 화재 발생시의 대처 훈련은 매월 시행합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을 위한 안내도가 모든 교실에 게시되어져 있으며, 비상 상황에 대한 정보는 학교 사무실에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GANG Free Zones
Gang Free Zone이란? Gang-free zone이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범죄 조직의 행동이 택사스 주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한 특정지역에는 유아원도 포함됩니다. 즉, 저희 CALS의 반경 1000피트 이내는
gang-free zone에 해당됩니다.
Gang-free zones의 목적은? Drug-free zones과 비슷한 목적으로,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특정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통해 통제하고자 함입니다.
CALS Center와의 관련은? 유아원은 학교에 취학하는 모든 아동의 부모님과 보호자께 새로이 gang-free zone으로
지정된 것을 고지합니다. 이는 취학 아동의 부모님과 보호자들에게 CALS 반경 1000 피트 내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갱의 활동과 조직 범죄 행위는 법의 저촉을 받게 되며, 주법에 의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 학대에 관한 정책
CALS는 주의 규정에 의해 아동학대 및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협조하며 또한 이러한 목적 하에
학부모님을 지원합니다. 교사들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특정교육을 받으며, 매년 아동학대와
방치에 관한 보고를 합니다. 학부모와 교사 모두가 아동학대와 방치의 징후를 정확히 분별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을 넓혀 가도록 권장합니다. 교사들은 그러한 내용을 보고하기 전에 센터 디렉터에게
고지하도록 권고되지만 반드시 요구되어지지는 않습니다. CALS는 이러한 아동학대나 방치가 의심될
때에 아동의 입장에서 대변할 것입니다. 학대나 방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사무실이나 Texa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web page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EXA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Address:

5425 Polk St, Houston, TX 77023
Phone #:

(713) 767-2700

Child Abuse Hotline:

713-626-5701

Website address: www.dfps.state.tx.us

Texas Minimum Standard 는 항시 CALS office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웹사이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 dfps.state.tx.us)

CURRICULUM
CALS의 모든 교사들은 모든 아동들이 다음의 과제들을 보다 흥미있고 독창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자신들과 또래의 친구들을 공정하게 대하며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piritual Objectives
●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이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를 사랑하신다.

●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하신 분이시다.

●

성령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

기도훈련 :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

각자의 삶에는 목적이 있다.

●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아이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기독교 Holidays의 의미를 교육한다.

Social Skills
●

권위를 인정한다.

●

행동에 대한 책임과, 소유에 대한 책임, 정리 정돈을 교육한다.

●

남을 배려하는 방법을 배운다. (양보, 순서를 기다리기, 나누어 주기, 친구를 돕기)

•

감사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관심과 노력과 성취를 함께 응원하며 기뻐할 수 있다.

School Skills
●

규칙을 지킬 수 있다 : 조용히 걷기, 줄을 서기, 물건을 건네주기, 의자에 앉기, 또래와의 교류 etc.

●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관찰, 시도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모든 행동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음을 배운다.

●

상황속에서의 적절한 예의를 습득한다.

●

다른 이들의 필요에 반응할 수 있다.

•

건강한 습관을 형성한다.

Academic Objective
Phonic
●

알파벳을 읽고 쓸 수 있다.

●

각 글자가 내는 소리를 배우고, 단어 첫 글자의 소리를 인지할 수 있다.

●

Rhyming sound를 인지할 수 있다.

•

간단한 Word를 읽을 수 있다.

Math
●
●

숫자10을 쓰고, 1-20을 셀 수 있다.
1-10의 숫자로 일대일 대응을 할 수 있다.

●

더하기와 빼기의 개념을 알 수 있다.

●

일정한 패턴을 인식하고, 도형을 알 수 있다.

•

년, 월, 일, 요일의 패턴을 이해한다.

Language Arts
●

구두나 시각으로 전달되어진 상황에 따를 수 있다.

●

반대,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 원인과 결과, 같은점과 차이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

●

그룹 앞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

책과 독서에 대한 흥미를 증가시킨다.

Science
●

과학 용어들이나 개념을 소개 한다. (ex- sink/float, freeze/melt)

●

식물, 동물, 인간, 생태계 주기, 계절의 변화

Motor Skills
●

대근육의 발달을 돕는 여러가지 활동을 제공한다.

●

소근육의 발달을 돕는 활동을 제공한다: (쓰기, 놀이용 찰흙, 가위질, 풀로 붙이기, 색깔 칠하기,
그림그리기등의 손가락을 사용한 활동)

Art and Music
•

시각적인 분별력 및 창의적인 표현과 독립적인 사고 및 자존감을 높힐 수 있는 활동을 격려한다.

●

노래하는 음성과 박자, 리듬 및 음악의 다이내믹을 배운다.

●

다양한 종류의 악기와 타국의 악기들을 경험해 본다.

축하 파티
Birthdays
생일을 맞이한 어린이는 Chapel 시간에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 주고, 특별한 생일 왕관을 쓰도록
합니다. 부모님께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간단한 생일 축하 스낵이나 구디백을 준비하실 수 있지만
교실 내에서 생일 파티를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자녀의 생일이 여름방학 중에 있을 경우는, 미리 가상의
생일날을 정하셔서 학급 친구들의 생일 축하를 받을 수 있기를 권합니다. 특정 음식에 알러지 증상이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Birthday treats이나 구디백을 가져오실 경우, 반드시 담당
교사와 의논 하셔서 해당되는 알러지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Holiday Celebrations
CALS 는 Snack 시간을 통해서 추수감사절, 성탄절, 발렌타인 데이와 부활절, 그리고 End of year party를
축하합니다. 학년 초에 각 반의 부모님들은 Celebration Sign-up 용지에 원하시는 Holiday 에
사인업하셔서 해당하는 Holiday의 간단한 테이블 데코레이션 그리고 구디백을 준비해 주시게 됩니다.

등교시 준비할 물건들
모든 어린이의 소지품에 어린이의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Backpack : 어린이들의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책가방

•

Lunch : 별도의 플라스틱 용기에 점심과 물을 담아 보온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이스팩을
넣은 런치백등에 담아서 준비해 주십시오..

•

Extra Clothes : 양말, 신발, 속옷 등을 포함해서 날씨와 계절에 맞는 옷 한세트를 갤런사이즈 ziplock
Bag 에 넣어 이름을 표시해서 보내 주십시오.

•

물티슈 1팩, 클리넥스 1팩, 페이퍼타월 1롤 : 학기중에 수시로 요청할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져오지 말아야 할것들

장난감과 귀중품 : 학년 초에 적응에 필요한 “안정감을 위한 장난감”을 제외한 모든 장난감들은 집에
보관해 주십시오. 혹시 학교에 본인의 장난감을 가져올 경우, 그 장난감을 친구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난감 총, 칼, 전쟁놀이 장난감 및 영화의 주인공을 모사한 장난감들은
학교의 프로그램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이 돈이나 기타 잃어 버릴 수 있는 귀금속 등의
귀중품을 가져오지 말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씹는 껌과 사탕 등 또한 허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부서지거나 손상되는 물건들은 보내지 마십시오. 학교의 교과 과정과 연관이 있거나 Show & Tell
시간에 보여줄 물건들은 깨끗이 소독한 후에 밀폐된 가방에 가지고 오셔서 교사에게 직접 전달 해
주십시요. Show & Tell 물건은 사용하기 전까지 교사가 안전한 곳에 보관하겠습니다.

복 장
신발 :안전을 고려하여, 신발은 발에 잘 맞으며 발가락이 보호되는 것을 신겨 주십시오. 신체발달을 위한
운동을 자주 하므로 운동화를 권하며 샌달이나 Crocs ,카우보이 부츠나 드레스 슈즈 등은 학교에 신고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만약 아동이 이러한 신발들을 신으려 고집할 경우는, 아동의 가방에 별도의
운동화를 넣어 주시면, 교사가 신발을 갈아 신길 수 있습니다.
옷 :아동들이 달리고, 뛰고, 기어 오르고, 바닥을 기어 다닐 수 있도록 편하고 물세탁이 가능한 옷을 입혀
보내주십시오. 가능한 한 Smock을 사용해서 옷을 보호하겠지만, 어떤 종류의 수성 물감은 빨아도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남기기도 합니다.

개 인 폴더
모든 어린이들은 Class 색깔인 개인 folder 를 받게 됩니다. 교사와 학교는 이 폴더를 통해 부모님들이
읽으실 수 있는 교육 지침서, 학교 신문, 월간 수업 계획안 등을 보내드립니다. 항상 이 폴더를 어린이의
가방에 넣어주시고 학교 office 나 교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때 이 폴더에 노트를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도 항시 체크 하겠습니다.

점심과 스낵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자녀의 도시락에 건강한 식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어린이의 Lunch box를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의 Lunch box에 상하는
음식이 있을 경우, 아이스팩등을 넣어서 차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오전에
한번 스낵을 제공합니다. 스낵은 주로 신선한 과일, 야채, 치즈, 비스켓, 크랙커, 애플소스, 주스팝시클,
트레일 믹스, 씨리얼 등이 제공됩니다. Monthly Newsletter 에 있는 스낵 메뉴를 항상 체크하시고 자녀가
먹을 수 없는 스낵일 때에는 개인 스낵을 노트와 함께 보내 주십시요.

E"*"D
교사들은 모든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놀고 다른 활동들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사회성 발달 및 감성 발달을 지원합니다. 저희 교사들은 어린이들이 화가 나거나 실망할 경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어린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는
법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보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분명하고 일관적이며 합리적인 규칙를 설정함으로써, 그 규칙과 약속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안정감을 얻도록 합니다. 모든 교사들은 어린이들이 이 규칙의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이러한
규칙 내에서 어린이들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실수 또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어린이들이 여러 상황 속에서 성공하는 것을 경험 함으로써, 자존감을 고양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교사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그러한 행동이나 갈등상황을 다른 방향으로
전향할 것입니다. 모든 교사들은 먼저 좋은 행동의 모범을 보이고, 어린이들의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향상시켜 나갈 것이며 개개인의 어린이를 안정적이며 일관되게 그리고 공평하게 훈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교사들은 매일매일 각각의 어린이들을 따뜻한 포옹로 격려하며 학교의 일정을
마치고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축복할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의사소통

School Calendar (학교 달력) : 학교 달력을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학교행사 일정을 항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arent-Teacher Conferences (학부모-교사의 면담): 부모님과의 면담은 일년에 가을학기와 봄학기 두번
예정되어 있습니다.
Weekly Lesson Plan (수업 계획안): 교사들은 각자가 담당한 학급의 어린이들의 필요와 발달 상태에
맞는 활동들로 이루어진 수업내용을 계획하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매주 수업내용을 요약한 활동 계획서를 집으로 보내드리니 참고해 주십시오.
Monthly Newsletters (뉴스레터): 약 한달에 한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대한 안내와 자녀
양육 지침에 관한 Article 등이 적힌 뉴스레터를 보냅니다.
Notes from Teacher / Daily Report: 매일 방과 후 자녀의 가방에 있는 폴더를 보시고, 아동의 행동,
학교내의 전염병 발생에 대한 경고, 특정 행사에 대한 내용이나 자녀에게 생긴 작은 상처 등에 대한 내용
등을 확인해 주십시오.
Kakao talk group chat : 그룹챗을 통해 간단한 리마인더들을 공지합니다. 소통을 위한 방이 아닌
공지를 위한 방임을 기억해 주시고 모두의 편의를 위해 답글은 올리지 말아 주십시요.

부모님들을 위한 참여의 기회들

CALS는 부모님들의 학교 방문을 권장하며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

특별한 재능이나 학급에서 나누고 싶은 것들, 교사를 대신하여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혹은 악기를 연주하는 등의 활동을 제공하시고 싶은
분들은 교사나 디렉터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매년,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성탄 가족 예배 및 Mother’s day party 등 부모님들과의 만남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

만약 학교에 관하여 어떤 질문이나 우려가 있으실 경우, 즉시 교사나 디렉터에게 이메일이나
전화 혹은 직접적인 대화 등 편하신 방법을 통해 반드시 알려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학부모 지침서와 학교 규칙등에 관한 변경
The Christian Academy of Little Saints는 Parent Handbook에 수록된 내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닙니다. 학교의 모든 비용, 정책이나 규정이 바뀔 경우, 이메일이나 통신문 등을 통해 약 2주전에 미리
부모님들께 알려드립니다.

Parent Handbook Acknowledgement Form

Please sign and return this page to CALS office.
사인을 하신 후에 CALS Office로 제출해 주십시요.

I acknowledge that I have received the 2022-2023 CALS Parent Handbook.
I understand the CALS policies and agree to follow the school procedures,
regulations, and policies. I also understand that failure to comply with these policies
may jeopardize my child’s continued enrollment or re-enrollment for the next term.

Child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hild Age: ________________

Parent’s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Please print your name clearly.)

Parent’s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