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한인학교 학생 및 학부모 준수 사항

저희 휴스턴한인학교에서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님께 다음의 준수
사항을 알려드리고 협조를 구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훌륭한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아래의 규칙을 잘
이해시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아래의 규칙을 어겨 그 영향이 수업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물 파괴등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사전 경고와 교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반복적인 준수 사항 위반이나 교정을 거부할 경우 퇴교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알립니다. 학부모님과 함께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이 지켜야 할 규칙
1. 한인학교에서는 한국말을 씁니다.
2. 지각을 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3. 수업 준비를 잘 하며 숙제를 꼭 합니다.
4. 선생님께 예의를 지키고 지도에 잘 따릅니다.
5. 간식 시간 외에 수업 중 껌, 사탕등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5. 학교에 장난감이나 게임기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6. 수업 중에 휴대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7. 수업과 상관 없는 잡지나 책을 보지 않습니다.
8. 수업 시간에 무단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9. 수업을 방해하지 않으며 위험한 행동이나 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10. 교실, 복도, 카페테리아등 실내에서 큰소리를 내지 않으며 뛰지 않습니다.
11. 친구들을 존중하며 괴롭히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12. 학교의 시설물을 더럽히거나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13. 술, 담배, 마약, 상스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14. 지나친 노출을 드러내는 등 부적절한 옷은 입지 않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지키셔야 할 규칙
1.
2.
3.
4.
5.
6.
7.
8.
9.

매주 배부되는 가정통신문을 잘 읽고 자녀의 숙제를 돕고 학습 준비물을 잘 챙깁니다.
등.하교 시간을 엄수합니다. (등교-오전 8시55분 하교-오후 1시30)
등.하교 시 주차장에서 학생들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녀를 pick up하는 경우 학부모 서명의 위임장을 등교시 제출합니다.
지각, 결석 시 교사에게 미리 연락을 합니다.
자녀가 장난감이나 게임기를 학교에 가져 오지 않도록 합니다.
자녀가 학교의 기물, 시설, 친구들의 소지품을 파손한 경우 보상합니다.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합니다.
자녀가 학교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의심이 생길 경우 교사나 교장과 상담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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