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nwell 초등학교
학생 및 부모님을 위한 중요한 정보
Barnwell 가족 학부모님께,
우리 학교에 오신 것을 매우 환영하며, 여러분들이 저희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와 관련된 아래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주소: 9425 Barnwell Rd, .Johns Creek, GA 30022
학교 전화 : 470-254-4960

팩스: 470-254-3330

학교 웹사이트 :

www.Barnwellelementary.org

카운티 웹사이트 :

www.Fultonschools.org

학교 시간 : 학생 들은 오전 7 시 40 분까지 등교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귀가는 오후 2 시 20 분부터 시작합니다.
학교는 오전 7 시 10 분부터 오픈합니다.
즉, 학생들이 가장 빨리 등교가능한 시간은 오전 7 시 10 분입니다.
지 각: 7 시 40 분 이후로 도착한 학생들은 지각으로 간주합니다. 지각한 학생들은 반드시
학부모가 프론트 오피스에서 서명한 뒤에 교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결석 : 결석한 학생들은 이틀 째 오전 9 시 이전에 프론트 오피스에서 숙제를 받아갈 수 있으며,
그리고 오후 2 시 30 분 이후에 프론트 오피스에서 숙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버스: 학생들은 그들의 지정 된 버스만 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하교 (Car rider): 차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학교 옆에 위치한 자동차 라이더 입구
(car-rider enterance) 가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오픈 하우스에 참석 못하셔서, 카풀 넘버를 받지 못하신 분은 프론트
오피스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카풀 등교 시간 : 오전 7 시 10 분- 7 시 40 분
카풀 하교 시간 : 오후 2 시 20 분

방문자: 학교를 방문하시는 방문객을 모두 환영합니다. 그러나 학교를 방문하실 때에는 프론트
오피스에서 사인을 하신 후, 이름표 (name tag)을 반드시 부착하셔야 합니다. 발런티어
(자원봉사자) 분들은 풀톤 카운티 학칙에 따른 발런티어 절차 (온라인에서 간단한 교육) 를
반드시 이수한 다음, 자원 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발런티어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www.Barnwellelementary.org 을 방문해 주세요.

교장 선생님 뉴스레터 & PTA Beargram (뉴스레터)
교장 선생님의 뉴스레터는 매주 금요일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PTA 의 뉴스레터는 매주 화요일마다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귀가 방법이 바뀌었을 경우 (Transportation) : 아이들의 귀가 방법이 바뀌었을 경우, (예: 버스->
카풀 / 카풀-> 버스) 담임 선생님이 아닌, 반드시 프론트 오피스로 알리셔야 합니다. transportation
change form (귀가 방식이 바뀌었을 경우 사용하는 양식)은 온라인 (학교 웹사이트) 또는 프론트
오피스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 : 학교에서 풍선은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점심 시간에 방문하실때 아이들이나 보호자 여러분의 점심을 직접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아이들의 생일에 반 아이들에게 컵 케이크나 쿠키 등을 나눠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생일날 카페테리아에서 반 아이들에게 점심을 사서
나눠주는 것은 허용됩니다.
레드 폴더 (빨간색 폴더)가 매주 목요일 중요한 학교 정보와 아이들의 채점된
시험지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와 함께 집으로 보내집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 (학용품) 리스트는 온라인 또는 프론트 오피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새로 오신 가족분들은 위한 안내 정보 (Packets)는 프론트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과 면담시, 통역이 필요하시거나 미리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카운티를 통해 통역을 요청할 시, 8 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침 식사 : 오전 7 시 10 분 - 35 분까지 제공됩니다.
점심 식사 : 각 반 담임선생님에게 점심 시간을 확인하세요. 학교가 시작되고 3 주가 지난 다음
부터 가족분들은 아이들의 점심 시간에 방문하셔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격 및 메뉴 :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fultonschools.org/en/divisions/ops/Nutrition/Documents/AUG%20Elementary%20Me
nus%20SY%2016-17.pdf
My Payment Plus : 학생들의 런치 머니를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http://www.fultonschools.org/en/divisions/ops/nutrition/documents/mealpay/parent%20flyermealpayplus.pdf
전화 : 학생들의 책임감을 길러주기 위하여, 학생들은 집으로 숙제를 가져달라거나, 런치 머니
(점심 식사 비용)을 가져다 달라는 등의 요청 전화를 학교에 있는 동안 할 수 없습니다.
PTA : 아이들의 교육 파트너로서, 학교에서는 학부모 여러분들의 참여와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PTA 에 가입하시고, 올 한해 아이들의 학급에서 발런티어 (자원봉사)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세요. 저희 학교 PTA 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행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PTA 회원 가입은 PTA 회장으로부터 언제든지
구입 가능합니다. Barnwell 온라인 디렉토리 역시 구입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PTA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www.BarnwellPT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