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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보호자님 귀하,
2017-2018 학년도의 시작을 환영합니다! 휴식과 재미가 가득한 여름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보람찬 새 학년도를 맞이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적인 학습 환경 안에서 학생들의 필요 충족을
돕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본교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 시에서 오후 2 시 20 분입니다. 아침 식사는 오전 7 시 30 분에서
7 시 55 분 사이 학생 카페테리아에서 제공될 것입니다. 중학생의 점심도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됩니다. 아침 및 점심 식사 프로그램의 혜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년도 학생들에게 통학
교통 관련 정보를 알려줄 것입니다. 본교는 학생 교통 담당실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지침을 따를
것입니다. 본교 학생들은 이 정보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교통편 옵션을 제공 받습니다.
2016-2017 학년도는 많은 면에서 성공적이었습니다. 교실 안팎에서 학생들의 경험이 향상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매쓰팀, 체스, 드라마, 캬바레, 미래 도시, 육상, 농구, 배구, 축구, 테니스, 양궁,
야구, 원예, 컴퓨터 코딩 등 다양한 클럽, 팀,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체스, PS 아트,
Mathcounts, 미래 도시 등의 대회에서 수상했습니다. 본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수준 리전트 시험을
포함한 모든 표준화 평가에서 높은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본교의 학업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고 높은 기대치에 부합하기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에 더하여 방과후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미술, 밴드, 코러스, 댄스, 연극을 포함한 3 년 예능 연속과정에 참가합니다. 기타 선택 수업을
통해 독특한 학습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공되는 수업을 통해 고등학교와 그 이후를 위한 대비를 하게
됩니다.
학교와 가정간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소통을 통하여 강력한 파트너십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PTA, 학교 리더십 팀과 기타 학교 활동을 위한 여러분의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중요 정보 안내문이 패킷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은 즉시
문의하십시오. 중요한 학교 행사에 대한 정보는 스쿨 메신저(School Messenger)를 통해 가정에
전화하여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타 정보는 학부모 코디네이터 Jenny Cho 씨와 PTA 에서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개인 질문이나 우려사항은 자녀의 교사께 문의하십시오. 6 학년 담당 교감
Taso Lampoutis 씨, 7 학년 담당 교감 Barbara Choit 씨, 8 학년 담당 교감 Anthony Rizzo 씨에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교감선생님들은 학년별로 학생들을 담당하며 본교 재학 중 학년이 올라가도 같은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한 학년이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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