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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kly Parent Update – 2017년 6월 26일 

금주의 이슈 
 

 졸업/수료식 

 학년말 

학교장 레터  

 썸머스쿨 

 기타소식 

 

Important 

Information! 

SLAS 페이스북 

SLAS 페이스북을 

방문하세요!  

www.facebook.com/s

hanghailas 

 

 

하우스 유니폼 
금요일은 하우스 

유니폼을 입고 오는 

날입니다. 

 

 

GREEN LIFE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저희 학교에서는 

식당을 제외하고는 

더이상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지 

 

행사 및 중요 일정 
(2017-2018 학교 일정표는 SLAS 웹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6월 

 6/26-8/4-SLAS 썸머스쿨 

7월 

 6/26-8/4-SLAS 썸머스쿨 

8월 

 6/26-8/4-SLAS 썸머스쿨 

 8/14-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 유치부/초등학교 1pm-2pm,   중고등학교 10am-11am   

장소: 5 층 강당 

 8/15-개학 

 

 

2017 SLAS 학년앨범 
소량의 학년앨범(yearbook)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09호 사무실에서 

325 위엔에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facebook.com/


않습니다. 학생들은 

개인컵이나 물병을 

소지하기 바랍니다.  

 

 

학부모 명찰  

학교의 보안을 위해 

학부모님께서 학교를 

방문하실 때 항상 

학부모 명찰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물 

학교에서 수거된 

분실물은 118 호실에 

보관됩니다. 유니폼을 

비롯한 모든 

소지품에는 학생 

이름을 적기 

바랍니다. 

 

 

 

 

 

 

 

 

 

 

 

 

 

 

 

 

 

 

 

 

 

 

 

 

 

 

 

 

 

 

 

 

 

 

 

졸업 및 수료를 축하합니다!  

 
Kindergarten A 

 
Kindergarten B 



 
Grade 5 

 
Grade 8 

 

 

 

 



 

학교장 레터 

 
친애하는 SLAS 부모님께, 

 

 

매년 새로운 학년을 시작할 때가 되면, 새로운 각오와 목표를 갖게 됩니다. 지난 학년을 돌아보고 

새 학년의 목표를 설정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의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2017-

2018학년도에 있을 중요한 변화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2017 개학 

2017-2018학년도 1학기 개학은 8월 15일(화)입니다. 학생들은 오전 8:20까지 1교시 수업에 

출석해야 합니다. 첨부되어진 연간 학사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중요한 일정은 

학교 웹페이지 www.laschina.org 에서 참조하실수 있습니다.  

 

2. 중고등학교 홈룸-와일드캣 타임 

와일드캣 타임(홈룸)은 중고등학생들에게 학교의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유용한 시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등교하면 1 교시 수업에 바로 출석해야 합니다. 수업을 알리는 

첫벨은 오전 8:15 에 울리며, 지각벨은 8:20 에 울립니다. 와일드캣 타임(홈룸)은 1 교시가 끝나고 

바로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학년별로 모이며, 학교의 중요한 행사를 함께 준비하거나, 학생들에게 

중요한 서류 등을 전달하고 수거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일주일에 두번, 학교의 중요 가치를 

교육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2016 학년도부터는 와일드캣 반별로 클래스 위쳇을 운영해서 중요한 

소식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와일드캣 타임을 통해 학생의 수업과 학교 

생활을 관찰하게 됩니다.  

 

3. 지각 및 조퇴 

8:20 이후에 학교에 도착하는 학생은 310 호 사무실에서 지각 패스(tardy pass)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번 지각은  

한번의 결석으로 간주됩니다. 조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교 직원이 보호자와 확인 한후에 

109 호 사무실에서 조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유니폼 규정 

모든 학생들은 매일 등교시 흰색/파랑 폴로 티셔츠를 착용해야 합니다. 유니폼이 아닌 셔츠, 자켓, 

스웨터를 유니폼 폴로셔츠 위에 겹쳐 입어서는 안됩니다. 학생들은 패턴이나 무늬가 없는 단색으로 

이루어진 카키(한국식 베이지), 남색 또는 검은색 치마, 드레스, 반바지, 바지를 입을수 있습니다. 

올이 풀린 디자인, 찢어지거나 구멍이 없는 단색으로 이루어진 카키(한국식 베이지), 남색, 검은색 

진바지도 허용됩니다. 유니폼을 입지 않은 학생은 당일 학교에서 구입해서 입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예외없이 엄격하게 적용되오니, 미리 유니폼을 준비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폼 구입 문의는 109호 사무실을 통해 해주시기 바라며, 8월 14일과 

15일에 1층 Multi Purpose 교실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체육, 댄스, 체조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반팔과 반바지로 이루어진 여름 체육복 또는 

후디쟈켓과 바지로 이루어진 겨울 체육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적절한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댄스 시간에는 일반 운동화를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감점이 될수 있습니다. 여름체육복(상하) 가격은 200 위엔이며, 겨울 체육복 바지는 

150 위엔, 후드쟈켓은 300 위엔입니다. 모든 유니폼은 경리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체육복을 

유니폼 폴로티셔츠 대용으로 입을수는 없습니다. 체육복 구입 문의는 109 호 사무실을 통해 

해주시기 바라며, 8 월 14 일과 15 일에 1 층 Multi Purpose 교실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5. VAT 세금  

수업료, 급식비, 스쿨버스비에는 VAT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니폼, 방과후 수업료에 

관한 화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VAT세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며, 학교측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Mr. Carlton Lamb(carltonlamb@laschina.org)로 연락주시기 

http://www.laschina.org/
mailto:carltonlamb@laschina.org


바랍니다.  

 

6. 수업시간 

수업은 8:20 에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학교 도착후 개인사물함을 들렀다가 1 교시 수업에  

출석합니다. 수업은  3:45 에 마칩니다. (중고등학교) 수업 교체 시간을 10 분으로 늘려 학생들이 

개인사물함이나 화장실을 이용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제시간에 

수업에 출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각으로 처리됩니다. 

 

7. SLAS 위쳇 

클래스 위쳇은 학생/학부모님과 학교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모든 

유치부와 초등학교는 반별로 클래스 위쳇을 사용합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은 위쳇에 가입하셔야 

하며, 교사의 안내문이나 중요 공지사항을 모니터하셔야 합니다. 클래스 위쳇은 학교와 관계된 

업무로만 사용되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중고등학교 와일드캣 홈룸 

클래스는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위쳇을 사용합니다. 모든 6-12학년 학생들은 와일드캣 

클래스 위쳇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8. 단축수업 

다음 날짜에는 정기 교사 연수가 있습니다: 9월 27일, 10월 25일, 11월 29일, 3월 28일, 4월 25일, 

5월 30일. 학생들은 2:20에 하교합니다. 정기 교사 연수의 목적은 교사들의 전체 모임을 통해 SLAS 

전문 교육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기 위합입니다. 전체 연수를 통해 수업의 발전을 이루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교사들간의 전문적인 의견 교환 

 교수법 개발 공동 연구 

 교수 지침을 위한 평가 데이타 연구 

 학생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 공동 연구 

 

9. 수업 교재 업데이트 

저희 학교는 두 개 도서관에 도서들을 꾸준히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교사와 PTSA의 요청에 따라, 

많은 도서들이 이번 여름에 미국에서 들여오게될 예정입니다.  매년 교과서의 상태를 점검해서 

손상된 교과서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Algebra 2 교과서를 구입했습니다. 부모님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학 온라인 프로그램인 칸아카데미와 알렉스의 사용에 변화를 줄 

것입니다. 알렉스는 온라인으로 숙제를 할수 있는 옵션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칸아카데미는 

보충학습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중국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워크북을 따로 구입해야 합니다. 비용은 첫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공지될 것입니다. 이 워크북은 

칼라원본이며 학생이 소유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AP 수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새교과서와 테크놀로지 자료들을 보강햇습니다. 유치부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실습으로 사용할수 있는 새로운 수업 자료들을 구입했습니다. K-12학년 

학생들은 계속해서 MAP 테스트를 봅니다. 이 시험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영어와 수학의 학습능력을 

평가합니다. 시험 결과는 시험이후 72시간내에 교사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시험 결과는 

학생과 부모님께 전달되며, 교사들의 수업 계획에 반영됩니다. 이 평가 자료를 통해 Common 

Core와 WASC의 기준에 따른 현행 학교의 교과과정을 통해 학생의 학습능력이 향상하고 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9-11학년은 PSAT 시험을 볼 기회가 주어지며, 12학년은 SAT 시험을 보게 

됩니다. 모든 12학년 학생들은 10월에 있는 SAT 시험에 의무적으로 응시해야 합니다.  

 

10. WASC 업데이트   

2016년 3월, 미국 WASC 인증기관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그간 우리학교가 모든 면에서 

이룬 발전에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두번의 방문을 통해 WASC가 권고한 모든 부분에서 

우리 학교가 이룬 괄목할만한 성과를 캘리포니아 인증기관에 보고했습니다. 방문단의 평가에 따라, 

SLAS는 6년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3년후에 새로운 방문단이 다시 방문해서 학교의 발전 상황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에는 학생들의 필요에 맞춘 교육이 이루어지며,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생의 발전을 평가하고 교실 수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일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관찰하고, 교직원에게 전문성을 개발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교의 교육 이념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모든 관계에서 실현되는 SLAS 커뮤니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내년도 학교의 가시적인 목표중 하나는 학생들의 어휘력을 증강시키는 것입니다. WASC 의 권고에 

따라, 우리 학교는 Sadlier Oxford Vocabulary Workshop work book 을 6-12 학년 학생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모든 중고등학생은 해당 영어 교사로부터 워크북을 받아, 일년간 사용하게 

됩니다. 각 과의 학습 내용을 매주 학습에 접목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11.하우스 시스템 

모든 신입생은 SLAS 에 등록할때 하우스에 배정됩니다. 하우스 시스템의 목적은 학교의 정신을 

기르고, 학교 행사가 있을 때 함께 준비하며, SLAS의 중요 덕목을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교사들은 

하우스 스폰서가 되어 학생이 학업이나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을때 도와주는 맨토링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4 개의 하우스 

나뉘어 배정됩니다: Red Lynx, Snow Leopards, Black Lions and White Tigers. 각 하우스는 

고유의 와일드캣을 상징합니다. 학생들에 의해 디자인된, 새로운 하우스 로고가 새로운 하우스 

셔츠에 사용될 것입니다. 신입생 및 재학생들은 학년초에 새 하우스 티셔츠를 받게 됩니다. 새 

하우스티셔츠 비용 80위엔은 1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금요일 하우스 

이벤트와 기타 행사에서 반드시 새하우스 티셔츠를 입어야 합니다. 이는 전교생에게 해당됩니다.  

 

12. 음악/드라마 수업 

1-2 학년 학생들은 리듬, 박자, 타악기의 개념을 배우기 위해 다양한 악기를 배우게 됩니다. 

3 학년은 8 키 레코더를 배우게 됩니다. 4 학년은 우쿨렐레를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은 악보읽기, 

악기 튜닝하는 것을 배우게 되며, 5 학년때 배울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레코더와 우쿨렐레는 학교에서 구입할수 있습니다. 5 학년이 되면 현악기, 타악기, 

목관악기, 금관 악기중 원하는 악기를 선택해서 배우게 됩니다. 5 학년은 일주일에 2 번의 

음악수업을 합니다. 학생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개인 교습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방과후 수업을 

신청해서 해당 학기를 보충지도 받을수도 있습니다. 6-8 학년에는 일년 코스로 음악 수업을 받게 

됩니다. 모든 중학교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음악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악기 외에도 일반적인 음악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6, 7 학년에는 5 학년때 선택한 악기를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3-4 학년은 

댄스 수업 대신 드라마 수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자신감과 

대중앞에서 말하는 기술을 학생들이 습득할수 있도록 초등학교에 드라마 수업을 첨가하게 

되었습니다.  

 

13. 학부모 아이디 카드  

모든 학부모님과 지정된 보호자는 사진이 들어간 SLAS 아이디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모든 SLAS 

커뮤니티는 학교에서 아이디 카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카드를 잊고 온 경우에는 학교 

정문이나 후문 경비실에서 임시 방문객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시 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방문자 확인을 위해 방문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아이디 카드는 무료로 발급됩니다. 

부모님이 아닌 다른 가족이나 보모가 아이디카드를 발급받으려면 25 위엔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재발급받을 경우에도 25 위엔이 부과됩니다. 

 

14.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7-2018 학년도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 2017 년 8 월 14 일(월)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갖습니다.  

 

 SLAS 의 교육이념 

 학생의 발전을 평가하는 4 가지의 중요가치 

 학년별 교육 프로그램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교복 규정 및 학업 목표 

 자녀의 학업과 출석을 모니터하는 그레이드링크 등록 사용법 

 

오전 10-11 시에는 중고등학교 오리엔테이션, 오후 1-2 시에는 유치부 및 초등학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해당 교실을 방문해서 교사를 만나실 기회가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는 학생만 보내지 마시고, 부모님이 반드시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역이 제공됩니다.  

 

15. 환경 보호  

2014-2015 학년도에 SLAS 는 학교 전체가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각 교실은 쓰레기를 

분리하는 장소를 따로 두었습니다. 복도에 커다란 재활용 용기를 두었습니다. 2017-

2018 학년도에도 계속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실천 방안으로 일회용 종이컵은 식당에서만 사용됩니다.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물병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식물을 키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연에 대해 

배우고 공기 정화 식물을 늘이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학기초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담임 교사들은 

새학년 환영 패킷에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안의 

다른 영역에서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의논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6.중고등학교 수업스케줄 

8 월 14 일(월) 10 시부터 3 시까지, 중고등학생은 가이든스 사무실(311 호)에 와서 수업 스케줄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 매년 AP(Advanced Placement) 과목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AP 수업은 

지원자의 수에 따라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제공됩니다. 해당 과목의 지원자 수가 

적은 경우에는 온라인 AP 수업을 수강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AP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컴퓨터실을 사용하며, 수업시간표에 스터디홀(자습)이 배정됩니다. 온라인 수업중에는 교직원이 

기술적인 도움을 주며 모니터를 합니다. 온라인 수업은 정식 자격을 갖춘 교사가 가르치며, 추가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자녀의 교육에 관한 어떠한 사안이라도 저희와 상의해 주십시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 여름방학 읽기 과제 

킨더가든부터 12 학년으로 진급하는 모든 학생들은 여름방학 읽기 과제가 주어집니다. 과제는 다음 

학년도 교과과정에 대비해서 엄선되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과제를 완성해서 담당 영어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과제는 평가후 1 쿼터 점수에 반영됩니다. 8 월 1 일 이후에 등록하는 신입생은 

영어 교사와 의논해서 과제 제출시한을 정해야 합니다. 9 월 1 일 이후에 등록하는 신입생에게는 

과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18. 수업 물품 지급 

학생들은 학년초에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게 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개인적으로 

구입해야할 물품이 있다면 학년초 수업 안내문에 공지될 것입니다. 처음에 제공받은 물품을 다 

사용하게 되면,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물품은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19.학년말 설문 

SLAS 에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평가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학부모님/학교의 여러가지 방면에서 학교가 파악하기 위해 아래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이미 해당 설문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위해 시간을 내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urvey link are 아래 설문 링크입니다: 

 

English 영어 - https://www.surveymonkey.com/r/7VZC6GN 

Chinese 중국어 - https://www.surveymonkey.com/r/79FDSXP 

Korean 한국어 - https://www.surveymonkey.com/r/7WWRC9Q 

Japanese 일본어 - https://www.surveymonkey.com/r/7CWBGTT 

 

감사합니다.  

 

Faustina Martinez M.A..Ed  

Head of Schools 

https://www.surveymonkey.com/r/7VZC6GN
https://www.surveymonkey.com/r/79FDSXP
https://www.surveymonkey.com/r/7WWRC9Q
https://www.surveymonkey.com/r/7CWBG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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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2 학기 하우스 우승은 White Tigers 가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SLAS 위쳇에 가입하세요; 

 
SLAS Administ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