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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nut Valley Unified School District 

월넛 밸리 통합교육구 

학부모 안내서 

2016-2017 

 

행사 일정 

 

학교 시작하는 날 ----------------------------2016 년 8 월 15 일 

처음 등교하는 날 ----------------------------2016 년 8 월 15 일 

학교 마지막 날-------------------------------2017 년 5 월 25 일 

공휴일: 

노동절----------------------------------2016 년 9 월 5 일 

재향군인의 날/학생 휴일-----------------2016 년 11 월 11 일 

추수감사절--------------------------2016 년 11 월 23-25 일 

겨울방학--------------------2016 년 12 월 19 일. – 2017 년 1 월 2 일 

신년휴일 ------------------------------- ---2017 년 1 월 1 일 

마틴 루터 킹 기념일----------------------   2017 년 1 월 16 일 

대통령 기념일--------------------------- 2017 년 2 월 20 일 

직원 개발의 날/학생 휴일------------------- 2017 년 2 월 24 일 

봄방학-------------------------------   2017 년 4 월 10 일-4 월 14 일 

   

                 전학년 단축수업일—2016 년 8 월 15 일 

                                             2016 년 12 월 16 일   

      2017 년  5 월 25 일                              

             

. 

 

킨더가튼에서 5 학년까지의 해당  학교는 가을 학기중  학부모 면담을  위해  조정 

수업일(들)을 선정합니다. 추가적으로 각 학교는 가을 학기중 하루를 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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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to School Night 으로 정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식-----------------------2017 년 5 월 25 일 

       학기 마지막 날------------2016 년 12 월 16 일      2017 년 5 월 25 일 

 

 

 

 

 

 

 

 

 

 

 

 

 

    

 

 

 

 

여는 말 

 

월넛 밸리 통합교육구는 월넛시 주민과 부분적으로 씨티 오브 인더스트리, 다이아몬드 바 및 

웨스트 코비나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1970 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교육구는 23 평방 마일에 걸쳐 북쪽으로는 San Bernardino Freeway 바로 남쪽의 산 언덕까지, 

남쪽으로는 Orange County 경계선까지, 서쪽으로는 Fairway Drive 까지, 동쪽으로는 San Bernardino 

County 경계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된 초점은 높은 수준의 교육에 있으며 저희 직원 개발 프로그램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워크샵들과 세미나들은 최신의 교육분야 노하우(know-how)를 저희 

교직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교육구의 교사들은 자신들의 숙련 기술을 새롭게 

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되며  교육구내 classified 직원들도 주기적인 직원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2016-2017 년 예상 고용 직원수: 

Certificated 720(교사 및 행정관);  Classified  585 (full and part-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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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선언문 

 

 

월넛 밸리 통합교육구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독립적이면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갖춘 일원으로 

키우는 최고의 교육 공동체로 인정될 것입니다.  

 

학생들을 학식있고 타인과 공감할 줄 알며 사회에 기여하는 일원들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 저희의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저희의 의사결정 과정은 학생들의 성공이 저희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저희의 강한 신념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기본적 숙련 기술, 문제 해결능력, 진보된 기술, 창의적인 사고를 총괄하는 혁신적인 

교수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명확히 확립된 탁월한 수준에 이르도록 하고자 합니다. 학생의 지적 

정서적 성장을 돕기 위해 모든 교육구 프로그램들은  훌륭한 자격을 갖춘 교사들, 직원들, 학부모들 

및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가운데 상호 용납과 공평성을 키워가는 분위기를 증진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것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현재와 미래의 세상에서 그들의 꿈을 성취할수 있는 숙련 기술과 윤리적 토대 

그리고 동기부여를 얻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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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목록 

 

결석                  

알러지     학교에서 줄 수 있는 약 

Back To School Night                       영양 급식 서비스- 아침과 점심 프로그램 

신념 선언문    학부모의 관심사항 

자전거     학부모 단체 

교육 위원회 모임   과외 활동에의 참여 

통신문     개인 물품 

버스 서비스    학교에 데려오는 애완동물들 

직업센터     학교 시간 중 조퇴 

 

아동 케어     스모그 경계령  

                                   

등하교시의 품행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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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학생 비용 

 

의상과 머리                   테크놀러지 

초등학교 영어집중 훈련센터                 교과서 

비상 카드      담배사용 

야외현장 학습                                          번역/통역 

GATE (영재교육)                                           선물 및 파티 

숙제물/보충 과제물                  교실 방문 

질병                                자원봉사자 

독립적인 학습                                             무기 

보험의 선택   윌리암스 균등 불만처리 절차(Williams Uniform Complaint Procedures) 

킨더가튼 소집      

도서실 방침       

    

    

    

      

    

                                                                     

 

 

 

 

 

     결석 

 

규칙적인 학교 출석은 중요합니다. 만일 귀하의 자녀가 결석해야 한다면 결석하는 날 당일 아침에 

학교로 전화해 주십시오. 만일 귀하의 자녀가 결석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당신이 학교로 연락하지 

못했다면 자녀가 다시 등교하는 날 학교로 간단한 메모를 보내주십시오. 

 

      알러지 

 

만일 당신의 자녀가 음식이나 벌에 물리는 것 또는 이질물질(동물, 관목, 꽃가루, 의약품등)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면 서면으로 (비상 카드/등록 양식/메모)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자녀가 알러지나 병으로 체육 시간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하는 경우 의사의 메모가 요구될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의 알러지 상태에 관한 최신정보는 매해 요구되며 1 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상태에 변화가 있어서 학교측의 새로운 편의 제공 조정이 필요할때에는 언제든지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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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to-School Night  

 

학년의 처음 기간에 Back-to-School Night 가 열립니다. 학부모들은 교과 내용을 의논하고 그 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이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귀하의 자녀의 

학업상 진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려면 교사와의 만남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Back-to-

School Night 의 정확한 날짜, 그리고 이 행사들 기간 중의 단축 수업일 등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면 

학교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념 선언문 

 

학생 중심의 성취 – 우리는 모든 학생이, 그들을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게하고 그들의 최상의 

수준을 성취하도록 인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국제적으로 배우는 자들 – 우리는 학생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또 세계 공동체의 필수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혁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리고 효과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는 데에 필요한 욕구와 재능을 학생들 안에 불어넣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공평성과 포용성- 우리는, 미국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유산을 인식하는 동시에, 우리가 각 문화와 

개인의 신념을 소중히 여기고 수용하고 존중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한 인간의 존엄성을 앙양하여 

지역사회를 풍요케 한다고 믿습니다. 

안전한 환경 – 우리는 모든 직원들과 학생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지원해주는 분위기에서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직성 – 우리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에 의해 길러지는 정직성이야말로 학생들과 직원들로 

하여금 윤리적인 선택을 내리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팀워크 – 우리는 학생들과 부모들과 직원들이 상호존중과 교육구 차원의 

의견조율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리더십  - 우리는 리더십은 정직성, 비전, 헌신, 용기, 그리고 모든 학생들과 직원들에게 힘을 북돋는 

일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협력 – 우리는 법률 제정자들, 학부모들, 지역사회 멤버들, 그리고 사업체들이 더 질 높은 교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혁신 – 우리는 교육의 과정은 역동적이며 따라서 계속적인 창의성과, 학교와 교과 과정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요구한다고 믿습니다. 

자원 관리 – 우리는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지도 프로그램, 과외 활동의 기회, 그리고 지원 

봉사 등을 돕고 증진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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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 우리는 모든 직원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 존중, 예의, 그리고 능력을 갖추고 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전거 

 

6 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은 부모의 허락 하에 자전거로 등교할 수 있습니다.  

킨더가튼부터 5 학년까지는 해당 학교에 그 규정을 문의하십시오. 분실되거나 도둑 맞은 

자전거들에 대해서는 학교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자물쇠를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제대로 된 

도구들을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학교에 도착해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교육위원회 모임 

 

이사회는 다섯 명의 선임된 시민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서로 중복되는 4 년의 임기를 수행합니다.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만약 이사회원이 계속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고 싶다면, 재선을 통해 4 년을 

연장해야 합니다. 가주의 주법은 교육위원들의 임기회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사회원 자리를 

위한 투표는 홀수 해의 11 월 첫 월요일 바로 다음날 화요일에 실시됩니다.   

 

이사회 모임은 달리 공고 되지 않는 한 보통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에 모이며 그 장소는 880 S. 

Lemon Avenue, Walnut 에 있는 David L. Brown Education Center 의 위원회실입니다.  회의는 

공개되며 오후 7 시에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이사회의 모임은 표준 의사일정을 따라 진행됩니다.  먼저 출석을 

점검하고 손님들을 소개합니다. 그후 “구두 의사 소통”이란 제목의 시간을 통해서  방문자및(또는) 

교육구 주민으로 하여금 학교 제도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간단한 진술을 하거나 의견을 

밝히거나 질문을 하는  것이 허락됩니다. 모든 불평사항은 서면으로 교육감 또는 그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여 추가적인 조사및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주민들이 이사회 모임에 참석하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지침에 따라 발언하는 것은 

환영하는 바이지만  이사회 회의는 대중이 모이는 회의가아니고 교육구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어 진행된다는 것을 꼭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문 

 

귀하 자녀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통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학교 통신물과 다른 서면 

메시지들이 집으로 전달됩니다.  최근  정보를 위해서는 학교의 웹사이트를 체크해 주십시오.  댁의 

학교의 웹사이트는 교육구 웹사이트 www.wvusd.k12.ca.us 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귀하 자녀의 학교를 방문할 때는 언제나 사무실에서 체크인을 해 주십시오 

 

 버스  서비스 

 

http://www.wvusd.k12.c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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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넛 밸리 통합교육구는 31 대의 버스로 매일 1600 여명의 학생들을 통학시키고 있습니다. 

 

버스에 관한 규정들은 모든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규정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위반할 경우 그 학생은 매일의 통학이나 견학을 위한 탑승의 혜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버스 규정들은: (1) 자리에 앉아있기, (2) 음식을 먹지 않기, (3) 떠들썩하게 노래부르거나 다루기 

힘든 행동을 하지 않기, (4) 버스 바깥으로 신체 부위를 내밀지 않기, (5) 불필요하게 소란 일으키지 

않기, (6) 운전기사의 요청을 존중하고 따르기이며 또한  (7) 맨발이나 cleats 또는 spike 가 달린 운동 

선수용 신발을 신을 수 없습니다.   

 

K-5 학년 학생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지정된 학교까지 0.75 마일, 6-8 학년 학생들은 1 마일, 

고등학생들은 2 마일이 각각 넘을 경우 소정의 비용을 받고 교육구가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장애학생이나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무료 승차권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버스 

서비스에 관한 규칙과 규정들에 대한 안내는 Transportation Department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업 센터 

 

본 교육구의 각 고등학교에는 대학과 직업 정보를 위해 완비된 자료센터가 있으며 지역사회의 모든 

멤버들은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컴퓨터를 통해서 전국 안내 정보 씨스템과 

접속할수 있습니다. 

 

 아동케어-방과  전후 양육 - Before and After School Enrichment 

 

월넛 밸리 통합교육구는 연령에 적합한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케어(child care)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바  이에는 스포츠, 놀이, 미술, 공예 그리고 숙제 시간등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을 하는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일년 내내 제공됩니다. 

 

 

1. 월넛 밸리 프리스쿨은 두살 반부터 킨더가튼 들어가기 전의 Pre-K 아이들을 위해서 뛰어난 

커리큘럼과 탁아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 종일 케어는 월요일 부터 금요일,   

오전 6 시 - 오후 6 시 30 분 까지이며, 다양한 선택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정보를 

원하시면 909-595-1261 (교환 32005) 월넛 밸리 프리스쿨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방과 전후 양육 프로그램(Before and After School Enrichment Program)은 각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며, K-5 학년 학생들을 위해 방과 전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 시- 오후 

6 시 30 분까지 (학교수업 시간은 제외) 제공됩니다. 

3. Teen Scene 은 6, 7, 8 학년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방과 후 프로그램입니다. Teen Scene 

프로그램은  South Pointe 중학교와 Chaparral 중학교에서 실시됩니다.  Suzanne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교통편이 제공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hild Care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 Teen Scene 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과 후 부터 오후 6 시  30 분까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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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나 위 프로그램들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면 Child Care 사무실 (909) 444-3460 으로 

연락을 하거나, 저희 웹사이트 www.wvusd.k12.ca.us 의  Child Care 를 찾으십시오. Child Care 

사무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 시에서 오후 4 시 30 분까지 열며, 880 S. Lemon Ave, Walnut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등하교시의 품행 

 

학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이  다른 아동들과 갖는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사유 물품을 

사용/남용하는데 있어서 취하는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등하교 시의 

품행에 대해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주의가 우편함, 관목, 꽃들에 행해지는 파괴행위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재난 

 

학교 시간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교육구 재난 계획안이 실행 될 것이며,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 

머물러 있게 될것입니다. 학생들은 학부모나 학부모가 지정한 사람이 와서 그들을 데려가기까지 

학교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의상과 머리 

 모든 의상과 머리 스타일은 캠퍼스나 교실에서 소란을 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학생은 신체와 의복이 개인적으로 청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남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며 건강에 해롭지 않은 악세사리들만 허용됩니다. 

 모든 학생들은 캠퍼스 안에 있는 동안 항상 신발을 신고 있어야 하며 스케이트 신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은 특정한 부서나 학급의 규정들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한 규정들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일반 코드보다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도 학교 건물이나 그 주변에서 “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옷, 보석, 장식, 배지, 

상징물, 사인 또는 다른 물품을 입거나, 가지고 있거나, 사용하거나, 나눠주거나, 보이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의상과 머리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들은 적절하고 단호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상담가와 

행정 담당자에 의한 상담이 변화를 위한 첫 단계가 됩니다.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학부모 과 면담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규정을 어길 경우 더 심각한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http://www.wvusd.k12.c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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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년 가을에 South Pointe 중학교는 상원 법안 #1269 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의무적인 학교 교복을 

실시했습니다. C. J. Morris 초등학교는 1998 년 가을부터 이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위의 두 학교에서 

학부모회의 요구와 처방에 따라 마련된 이 정책은 모든 학생들에게 표준적인 의상을 제공합니다. 

교복 구입에 대한 정보는 학교 사무실에서 얻을수 있으며 South Pointe 의 전화는 

 ( 909) 595-8171 이며  C. J. Morris 의 번호는 (909) 594-0053 입니다. 

   

   초등학교 영어 집중 훈련센터 (ELEMENTARY STRUCTURED ENGLISH IMMERSION  

                                                                  CENTER) 

 

월넛밸리 통합교육구는 초등학교 1 학년 부터 5 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위해 영어집중 훈련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중핵 교과과정을 학생의 모국 보조와 더불어 영어로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ELD(영어개발)/SDAIE(특별 고안 영어교육 방법) 를 사용하여 광범위하고도 

집중적인 영어 교습을 통하여 영어 능숙도를 개발시킵니다.  이 영어집중 훈련센터 (Structured 

English Immersion Center) 는 Maple Hill 초등학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이 

센터에 갈 자격이 있는지를 통보받게 됩니다. 

  

 비상 카드 (Emergency Cards) 

 

각 학생을 위한 비상 카드가 작성되어 학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베이비시터, 의사의 전화번호 또는 집이나 사업체의 전화번호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학교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 현장학습 

 

학생이 교육구나 학교가 주관하는 현장학습에 참여하려면 학부모나 보호자는 허가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교사나 개별적인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교가 주관하지 않는 다른 여행들은 교육구의 

공식적 기능이 아니며, 따라서 교육구는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영재 교육 (G.A.T.E. ) 

 

영재교육(The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Program)은 교육구내에 있는 영재학생들의 특별한 

필요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GATE 학생들의 능력, 판단력, 비판적 사고력, 

자기개념 등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상을 선별하고 확정하는 일은 

개개의 학교에서 시작됩니다. 학생 선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구에 요청하십시오. 

 

 숙제물/보충 과제물 

 

집행위원회는 숙제가 책임감과 자기훈련및 평생동안 지속하는 습관을 키우는데 기여하며 숙제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학생들이 교육구의 학업 수준에 이를수 있도록 하는 능력에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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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학생, 부모/보호자및 교직원이 숙제를 

학생의 매일매일 생활에서 규칙적이고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과제물 숙제를 학생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학생의 책임이지만 위원회가 모든 

학년의 교사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부모/보호자를 학생들을 돕는 재원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반복적으로 숙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보호자에게 통고를 하여 교사와 연락을 

취하도록 해야합니다. 

 

숙제물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부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교과서, 참고서, 소설, 희곡및 시의 독서; 주제와 보고서를 쓰는 일; 숙달을 요하는 과목의 

반복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또한 포함될수 있는 것으로는 음악회와 공개토론회를 듣는 일; 교육 TV, 

시와 연극을 보는 일; 권위가 있는 출처로 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일, 그리고 수학 이론을 적용하거나 

결석으로 놓친 과제를 보충하는 일이 있습니다. 

 

 1. 숙제는 필요한 연습, 교정이나 더욱 보강하는 일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수업중 마치지 못한 과제물을 포함할수 있습니다. 

 

 2. 숙제물은 정정을 마친후 적절한 시간내에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결석으로 인하여 학교 수업을 놓친 학생에게는 적절한 방법으로 필요한 과제물과 시험을 

완료하도록 기회가 주어질것입니다. 교사의 결정에 따르면서 그러한 과제물과 시험은 결석으로 

놓친 것과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적절하게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적절한 시간내에 그 

과제를 만족스럽게 완료하면 학생은 전체 수업의 점수를 받게됩니다. 부당한 결석으로 수업을 놓친 

경우에는 그것을 보충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전체 또는 축소된 점수를 얻게 될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그러한 보충과제물을 학업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대로 내어주어야 하며 그것을 어떠한 

책벌의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질병 

병이 있거나 아픈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아이가 열이 있어 

조퇴를 하게 된다면, 24 시간동안 열이 사라질 때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기를 권합니다. 학부모나 

대리인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합니다.  우리는 아픈 아이를 학교버스로 집에 보낼 수 없습니다. 

 

     독립적인 학습 (Independent Study) 

 

독립적인 학습은 정규적인 교육환경 밖에서의 공부나 작업의 경험을 통해 필요가 더 잘 채워질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선택사항입니다. 독립적인 학습은 또한 자녀들을 “홈 스쿨링”하기 원하는 

가족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육구의 Independent Study Center  (909-595-1261         

교환 번호 43403)로 해 주십시오. 

 

 보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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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각 자녀를 위한 신청서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경제적인 보험 입니다. 이 보험은 

당신의 자녀가 학교에 있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부상도 포함하기 때문에 교육구는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은 개인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킨더가튼 소집  

 

킨더가튼 소집은 대개 1-2 월에 시작됩니다.  자세한 날짜는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규정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을 통해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각 학생은 빌린 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됩니다. 도서실 사용권한은 책이 반환되거나 변상될 

때까지 금지됩니다. 가족이 교육구 밖으로 이사할 시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생의 

성적증명서가 발부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약을 줄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약을 줄 수 있으나  캘리포니아 자격증이 있는 처방 

의사와  부모나 보호자의 서면동의서를 보내야 하며 약의 라벨 내용과 동의서 내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학생 이름,  의사 이름, 약 이름, 복용량과 복용해야 하는 시간). 그 약은 원래 약국에서 

넣어준 용기(컨테이너)나 포장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의사및 부모의 동의서가 학교에 서류 접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긴급히 필요한 

약을 가지고 다닐수 있으나 의사와 부모가 그 약을 학생 자신이 알아서 복용하는 것을 

승인했다할지라도 학생에게 그러한 특권을 꼭 부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학생이 

신뢰성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 간호사는 부모와 의사에게 상의를 하게 될것입니다. 

 

모든 약 복용에 관한 동의서 양식은 학교에 서류접수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는 처방약과 처방없이 

살수 있는 약이 모두 포함됩니다. 약에 관한 이 양식은 매 학년마다(주법에 의거)  그리고 처방이 

변경될 때에 새로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약 동의서 양식은 학교 사무실에서 얻을수 있습니다. 

 

학년이 끝나는 시점에 그 약은 성인이 와서 픽업을 해야되며 학년 종료 일주일후에는  폐기처분이  

될것입니다. 전학을 하거나 학교를 변경하거나 또는 써머스쿨을 다니게 되는 경우 그 모든 약 관련 

동의서 양식을 이전시키는 책임은 부모/보호자에게 있습니다. 

 

 영양 급식 서비스 -  아침과 점심  프로그램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매일 아침을 제공합니다.  아침 가격은 $1.75 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매일 점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내셔널 학교 점심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급식 

프로그램으로서 매일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급식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따뜻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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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 샐러드, 그날의 샌드위치나 채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식비는 모든 학년에게 $2.75 이며 

우유를 원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35 전이  추가됩니다. 

귀하의 자녀가 염가 식사를 받을수 있도록 승인이 된 경우에는 25 전이 부과될 것입니다. 

 

무상 또는 염가 점심: 가족의 수입이 “Federal Income Guideline(연방 소득 지침서)”에 해당될 경우 

자녀들이 무상 또는 염가 점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학교와  Nutrition Services Office 에마련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서명하신 후 학교나 교육구 Nutrition Services Office 로 되도록 빨리 

보내주십시오. 신청서는 완벽한 자격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승인될 수 없습니다. 문의를 

원하시면  Nutrition Services (909-595-1261 로 연락주십시오. 

급식 서비스 부서는 모든 학교에서 Point of Sale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학생을 통해서 돈을 보내든지, 또는 인터넷 www.wvusd.k12.ca.us 을 통해서 학생 구좌에 급식료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캠퍼스가 개방되지 않으며 따라서 학생들은 점심시간 동안 학교 구내를 떠날수 

없습니다. 안전상 학교 시간중에 점심이나 외부로 부터의 음식을 고등학교 학생에게 전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음식은 캠퍼스 어느 곳에서도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의 관심사 

 

당신이 당신 자녀의 시험 성적이나 학교에서의 진보 여부, 또는 자녀의 품행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자녀의 교사를 만나보십시오. 교사가 당신의 질문에 답할 수 없을 경우 그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줄 것입니다. 

        

        학부모 교육 

 

본 교육구에서는 수 년 동안  여러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역신문이나 학교 커뮤니티 클럽, 웹사이트, 학교 위원회, 부스터 클럽, 또는 자문 위원회 게시판 

등에 나오는 광고를 주의해 보십시오. 교육구 내의 모든 학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열리는 여부와 관계 없이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단체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에서 활동하는 커뮤니티 클럽들은  학교 카니발, 신문 판매 등과 같은 

봉사내지는 특별행사들을 운영하게 됩니다.. 멤버들은 도서실과 교실에서 돕습니다. 부스터 

클럽(booster clubs)과 자문 위원회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행해지는 특별활동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과외 활동에의 참여 – 자격 기준 

 

http://www.wvusd.k12.c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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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활동에 참여할수 있는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7-12 학년의 학생들은 각 성적기간마다  최소한 

C 학점을 유지해야 하고 졸업을 할수 있도록 특정한 속도의 향상을 보여야 합니다. 

  

      개인 물품 

 

학교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나누기 위해 학교에 가져오는 물품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품들의 손상과 분실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지만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러한 위험성을 

경고해야 합니다. 학교에 가져오는 모든 개인 물품들에 그 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도록 하십시오. 

  

       학교에 데려오는 애완동물들 

 

학교에 애완동물을 데려오려면 그 전에 각 학급 교사와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애완동물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며, 학교 버스에는 태울 수 없습니다. 만일 개나 다른 큰 동물을 줄로 매어 학교에 

데려오면 학부모는 항상 그 애완동물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는 애완동물은 

그 지역 동물 관리국에서 데려가게 됩니다. 

  

       

 

 

 학교 시간 중 조퇴 

 

학생들은 그들의 부모나 부모가 지정한 성인 보호자에게만 방면됩니다.  다른 조취가 불가피하면 

메모를 쓰셔서 교사와 사무실에 꼭 연락하셔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조퇴하기 전에 부모나 책임을 

진 성인은 학교 사무실에서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 

 

 스모그 경계령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Board 가 Zone 10 에 스모그 경계령을 내리면 교육구 정책에 

따라 쉬는 시간에 학생들의 신체적 활동을 제한하게 됩니다. 체육시간이 취소되고 체육용품들은 

대여되지 않습니다. 운동시합들은 스모그 경계령 중에는 취소되거나 연기됩니다. 스모그 경계령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교육구 사무실(595-1261, Ext. 3139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특수 교육 

 

특수 교육부는 모든 자녀에게 가능한 가장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아동들은  학교 생활을 잘 할수 있기 위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필요로 합니다.  수재/ 

영재 아이들, 장애 아이들, 그리고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활동에 대하여 추가적인 도움이 

없이는 잘 반응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추가적인 교육상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귀하의 자녀를 그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생 평가팀(Student Study Team)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 팀은 일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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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가들로 이루어지며 그들이 모임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학생들을 위한 추가적인 도움을 

논의하고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욱 강도가 높은 개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평가팀이 귀하의 

자녀의 교육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수한 교육 써비스가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 비용 

 

캘리포니아  주 헌법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위해 특별히 법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도록 

허용된 것이 아니면, 학생들에게  무료로 공공 교육을 제공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무료로 

교육을 받는다는 이 헌법상의 권리는 교육과정인지, 과외활동인지, 이 교육활동으로 점수를 

받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합니다.  

또한 무료 교육의 권리는 사용, 참여, 자료 또는 장비를 위한 보증금 뿐만 아니라 활동에 관련된 

자료, 재료, 장비, 또는 유니폼 구입을 의무화 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수수료, 보증금을 면제 처리하도록 허락하는 절차는 

헌법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테크놀러지 

 

컴퓨터는 교육과 행정 양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실험실과 각 교실에 

구비되어 있는 컴퓨터들의 사용을 통해 모든 학생은 컴퓨터를 잘 알게 되고, 그들의 지식을 늘리고 

새로운 기능을 배우며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교사들은 학급의 관리 뿐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증진시키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교장들도 행정 및 학교 관리의 목적을 위해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그외에 교육의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과학기술들에는: DVD, CD-Rom, 전기통신, 로봇, I-pad, I-touch, 

netbook,비디오, 케이블 TV 와 위성 방송들이 포함됩니다. 

 

  

 교과서 

 

월넛 밸리 통합교육구의 학생들은 무상으로 교과서를 제공받습니다. 이것은 가주에서의 공교육 

철학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교과서를 잃어버리거나 손상시킬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육구는 이러한 분실이나 손상에 대하여 학생이나 부모에게 지불하도록 해야하는데 

그것은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인 학습재료를 갖출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담배 사용 

 

월넛 밸리 통합교육구는 모든 시설 안에서, 또 교육구가 소유하거나 임대하거나 대여한 모든 

재산의 땅 위에서, 그리고 모든 학교 차량 안에서, 모든 순간, 모든 사람에 의한 흡연과 담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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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금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직원들, 학생들, 학교 장소의 방문자들, 그리고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 운동경기, 모임 등에 참석하는 자들도 포함됩니다. 

 

 번역 

 

이 안내서에 담긴 정보는 중국어, 한글,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저희 교육구 웹사이트 

www.wvusd.k12.ca.us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선물이나 파티 

 

학교에서 생일파티를 열기 원하시면 먼저 교사나 학교에 문의해 주십시오. 

 

 교실 방문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그들의 반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먼저 예약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학부모들은 교실로 가기 전에 사무실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방문객 배지를 

받게 됩니다. 

 

   자원봉사자들 

 

저희 학교 직원들은 자원봉사자들이 학급내 활동이나 어머니 워크샵, 도서실 및 기타 학교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해주시는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한두시간씩을 

자원할수 있다면 귀하 자녀의 학교장이나 비서, 또는 교사에게 전화를 하셔서 방안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 사무실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무기 

가주의 법률은 학생들의 어떤 종류의 무기 소지에도 반대하는 강력한 입장을 취합니다. 어느 

학생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 교육법에 의하여 학교장은 그 학생의 퇴학을  

이사회에 권고하거나 서면으로 퇴학의 고려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법은 

또한 총기를 소지, 판매 또는 공급하거나; 칼을 휘두르거나; 규제 물질의 판매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진 학생들에 대하여 학교장이 퇴학을 권고하고 이사회가 퇴학을 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 대해서 귀하의 자녀와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WILLIAMS 균등  불만 처리 절차 

 

교육법 35186 조는 교육 재료, 교육시설의 상태 및 교사 공백이나 결격 배치등과 관련된 부실문제에 

대하여 민원을 접수시킬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양의 교과서및 수업 재료들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영어를 배우는 학생을 

포함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교과서나 수업 재료가(또는 두가지 모두) 주어져서 학급내에서와 집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함을 의미합니다. 

http://www.wvusd.k12.c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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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은 청결하고 안전하며 수리가 잘 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사 공백이나 결격 배치는 있을수 없습니다. 각 학급에는 한 명의 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며 대체 

교사나 임시 교사가 연속적으로 수업을 맡을 수 없습니다. 교사는 학급을 가르칠 수 있는 적절한 

자격증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에는 영어학습자가 있는 경우에 그들을 가르칠수 있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증이 포함됩니다. 

 

교사 공백이라 함은 학년 초 부터 전 학년 동안 한 명의 지정된 자격증 소지 교직원이  배치되지 

않았거나, 한 학기 과목 직책이라면 학기 초 부터 전 학기 동안 한 명의 지정된 자격증 소지 

교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결격 배치라함은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교사직 또는 서비스직에 배치 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일하기에 필요한 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인자격이나 자격증이 없든지,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교사직 또는 서비스직에 배치 하였으나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불만 민원 양식은 학교 사무실, 교육구 사무실에서 얻을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교육부 웹싸이트로 

부터 다운로우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cde.ca.gov/re/cp/uc/.)   

 

기타 모든 민원들의 접수와 조사는 인사과에서 담당합니다. 이사회의 방침과 행정적인 규칙들을 

얻기 원하시면 (909)-595-1261 로 연락을 하시거나 저희 교육구 웹사이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불만소원을 제출하시는 분은 교육구의 불만 처리 절차와는 별도의 민사상의 구제를 받는 방법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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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nut Valley Unified School District 

월넛 밸리 통합교육구 

 

 

배움의 터전 
 

 

 

차별 철폐 조처 고용주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배움의 터 

 

본 교육구는 풀-타임, 파트-타임, 대리직 등을 1300 명이 넘게 고용하고 있습니다. 1 년에 짧게는 

9 개월, 많게는 12 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풀-타임 고용의 기회들도 있습니다.  

 

본 교육구에는 이외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이 아닌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관리인, 점심시간 도우미, 보조교사 , 청소원, 버스 운전수, 식당 직원, 고등학교 캠퍼스 

감독자, 사무실 직원 등등 기타 다른 종류의 일들을 위해 일 년 내내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미있는 일,  성장의 기회, 그리고 긍정적 기운이 넘치는 환경 등을 찾으신다면 저희 교육구나 

학교 사무실로 구직에 대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넛 밸리 통합교육구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종교, 나이, 결혼 여부, 성별, 성적 지향성, 또는 

장애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차별대우 금지 및 성희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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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ard of Trustees (교육위원회) 

 

Helen M. Hall 

President 

 

    Y. Tony Torng                                  Cynthia M. Ruiz 

    Vice President       Clerk 

 

 Phillip D. Chen                    Larry L. Redinger 

              Member       Member 

Administration (행정) 

 Dr. Robert Taylor, 교육감 

 

 Dr. Matthew L. Witmer, Deputy Superintendent (부교육감) 

 Human Resources 

 

 Michael Hodson,  Assistant Superintendent (부교육감) 

 Business Services 

  

 Jeff Jordan, Administrative Director 

 Educational Services 

   

   Mrs. Jackie Brown, 디렉터 

  Educational Programs & Assessments 

  

 Dr. Danny Kim, 디렉터 

 Secondary Education & Pupil Personnel Services 

  

 Dr. Josephine Jones, 디렉터 

 Child Care/Pre-School Program 

  

  Dr. Sergio Canal, 디렉터 

  Human Resources 

  

 Mr. Kenny Goodson, 디렉터 

 Information Technology 

 

       Samuel Sornoso, 디렉터 

 Maintenance and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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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s. Elizabeth Brown-Smith 디렉터 

 Nutrition Services 

 

 Mrs. Celia Moynihan, 디렉터 

 Fiscal Services 

  

 

     Suzanne Beach, 디렉터 

       Purchasing/Warehouse   

     ] 

 

 

              District /Child Care / School Site Locations 

 

 
       DAVID L. BROWN EDUC. CNTR 

        Dr. Robert Taylor, Superintendent 

 880 S. Lemon Avenue 

 Walnut, CA 91789 

 (909)595-1261 

 

        IND. STUDY/ADULT ED. 

        Donna Hunter, Principal 

         880 S. Lemon Ave. 

         Walnut, CA 91789 

         (909)594-3692 

 CASTLE ROCK ELEMENTRY 

 Resma Byrne, Principal 

 2975 Castle Rock Road 

 Diamond Bar, CA 91765 

 (909)598-5308 

 

        MAPLE HILL ELEM. 

         TBD, Principal 

         1350 S. Maple Hill Road 

         Diamond Bar, CA 91765 

         (909)861-6224 

 

        CHAPARRAL MIDDLE 

         Ronald Thibodeaux, Principal 

         1405 Spruce Tree Drive 

         Diamond Bar, CA 91765 

         (909)861-6227 

 

       QUAIL SUMMIT ELEM. 

         Jeanette Koh, Principal 

         23330 Quail Summit 

         Diamond Bar, CA 91765 

         (909) 861-3004 

        CHILD CARE 

         Dr. Josephine Jones, Director 

         Pupil Personnel Services  

         880 S. Lemon Avenue 

         Walnut, CA 91789 

         (909)444-3460 

 

 

      SOUTH POINTE MIDDLE 

       Sue, Arzola, Principal 

       20671 Larkstone Drive 

       Walnut, CA 91789 

        C.J. MORRIS ELEM 

        Shezhad Bhojani, Principal 

        19875 E. Calle Baja      

         Walnut, Ca 91789 

         (909)594-0053 

 

       SUZANNE MIDDLE 

 Les Ojeda, Principal 

 525 Suzanne Road 

 Walnut, CA 91789 

 (909)594-1657 

 COLLEGEWOOD ELEM. 

 Joan Perez, Principal 

 20725 Collegewood Drive 

 Walnut, CA 91789 

        (909) 598-5308 

 

       VEJAR ELEM. 

 Jennifer De Anda, Principal 

 20222 Vejar Road 

 Walnut, CA 91789 

 (909) 594-1434 

        DIAMOND BAR HIGH 

         Ruben Jones, Principal 

         21400 E. Pathfinder Road 

         Diamond Bar, CA 91765 

        (909) 594-1405 

 

       WALNUT ELEM. 

 Rober Chang, Principal 

 841 S. Glenwick Avenue 

 Walnut, CA 91789 

 (909) 594-1820 

 EVERGREEN ELEM.        WALNUT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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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olyn Wills, Principal 

 2450 Evergreen Springs Road 

 Diamond Bar, CA 91765 

 (909) 594-1041 

 

 Brandon Dade, Principal 

 400 N. Pierre Road 

 Walnut, CA 91789 

 (909) 594-1333 

         

        RON HOCKWALT ACADEMIES 

        Donna Hunter, Principal 

        880 S. Lemon Avenue 

        Walnut, CA 91789 

         (909) 594-0776 

         WESTHOFF ELEM. 

         Denise Rendon, Principal  

         1323 Country Hollow Drive 

         Walnut, CA 91789 

        (909) 594-6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