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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께부모님들께… 
 

영생 아카데미를 찾아주신 학부모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키워내는, 우리 삶에 있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에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꿀 리더들을 

키우는 일에 있어 저희 아카데미에 신뢰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우리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알아나가게 될 앞으로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저희 

아카데미의 정책과 목표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니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과 정신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독특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아이들로서는 

저희 아카데미와 선생님들이, 가족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만나는 세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 저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감을 엄중히 느낌에 따라, 저희는 앞으로의 일년 

동안도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계속해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사명에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하나의 목표로 연합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무장할 때, 저희에게 맞겨진 아이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생 아카데미 디렉터 

Sarah B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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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개요 
 

Organization 
영생 아카데미(YSA)는 펜실베니아 호샴에 위치한 영생장로교회의 헌법과 부칙 안에서 운영된다. 

 

영생영생 아카데미아카데미 미션미션 
영생 아카데미는 학부모와 협력하여, 학업적 훈련에 잘 짜여들어간 사역과 예배를 통해 모든 

학생들의 신체와 마음, 그리고 영을 발달시키고 준비시키도록 한다. 시편 22:6 

 

영생영생 아카데미아카데미 비전비전 
우리의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 속에 배움의 길을 통해 성공적인 리더로서 

자라나가도록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11-12 

 

라이센스라이센스 
영생아카데미는 주의 허가를 받은 기관이다. 펜실베니아 주 라이센스를 받은 기관은 아이들과 

직원들을 포함한 관련자를 인터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해당 기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관에 주어진 관련자의 기록을 심사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폭력이나 무관심, 부적절한 양육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관련자의 신체적 상태를 관찰할 권한을 가지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의료진을 통해 관련자를 진찰할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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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책 및및 절차절차 
 

일반일반 
 
입학관련입학관련 정책정책 및및 양식양식 
 
아카데미 정책 상 원아는 18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3살 이상 원아의 경우에는 반드시 용변훈련이 
끝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인종, 성별,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원아의 입학을 허가한다. 원아가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출석하기 위해서는 매년 아래의 서류들과 함께 $65의 non refundable 
registration fee를 제출하여야 한다.  
 
Registration 
Agreement Form 
Emergency Form 
Physician’s Report 
Immunization Record/Waiver or TB Test 
Photo/Web Consent 
Parent Handbook Signature 
 
등록금등록금 
 
등록금은 비례 배분된 것이므로 매달의 등록금은 항상 일정하도록 한다. 등록금 납부일은 매달 
첫째날이다. 현금의 경우 반드시 18세 이상의 어른을 통해 아카데미 오피스에 직접 전달되고 
영수증이 발급되도록 한다. 매달 5 일까지 등록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학생의 출석 일수와 
상관없이 $25의 late fee가 발생한다. 반환된 수표에 대해서도 $25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한달 
이상 등록금이 연체된 경우 학생은 아카데미에 출석할 수 없다. 등록금 납부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납부 기한 이전에 아카데미 디렉터와 상의하도록 한다. 관련 문제는 절대 기밀 유지가 
지켜지도록 한다. 
 
포토포토 릴리즈릴리즈 동의서동의서 
 
각 학생은 해당 년도에 관한 “photo/web consent”와 “student work”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학생들의 작품, 사진, 비디오 및 목소리를 학교 웹 페이지와 뉴스레터, 아카데미 광고 
등에 이용할 권한을 주는 것이다. 학생들의 은 광고 및 인터넷 상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관련 
사항은 학부모의 서면을 통한 취소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유예기간유예기간 
 
아카데미에서의 첫 6주간은 유예 기간으로 한다. 이 기간이 끝났을 때 필요에 따라 학부모와 
교사, 디렉터가 만나 학생의 필요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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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퇴원 및및 시간시간 조정조정 요청요청 
 
영생 아카데미에서의 퇴원을 원할 경우, 정확한 퇴원 날짜와 함께 2주 전에 서면을 통한 통지가 
있어야 한다. All day에서 Full day로의 변경 등 시간 변경을 원할 시에는 등록금 납부 7 business 
days 전에 디렉터에게 요청하도록 한다.  
 
하교하교/결석결석/휴일휴일 
 
학생들의 하교는 학교 직원들을 통해 지정된 어른, 즉 학부모와 학생들의 Emergency card에 
지정된 어른들에게만 인계되도록 한다. 만약 학생들의 Emergency card에 지정되지 않은 
인물에게 아이들이 인계되어야 할 시에는 학생들의 하교 전에 그 인물이 Emergency card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와 지정된 어른은 교실 밖에 있는 sign in/out 일지에 반드시 
사인하도록 한다. 이는 주의 라이센스 기관에 대한 이행사항에 해당한다.  
결석한 날에 대한 refund나 다른 날짜로의 trade는 가능하지 않다.  
학교 휴일의 경우 학교 달력을 통해 보고되도록 한다. 질병에 따른 결석이나 기타 다른 예정된 
결석의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디렉터에게 통보한다. 
 
 

건강건강 
 
질병질병/약물약물 관련관련 
 
학생들에게 열, 구토, 설사, 눈/코/귀로부터의 discharge, 발진 같은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가라앉은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반드시 집에 머무르도록 한다. 연쇄상 구균 인후염(Strep 
throat), pinworms, 바이러스 성 감염,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수두, 결막염(pink eye), fifths 
disease, 백일해(whopping cough), 이 등의 전염성 질병 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할 수 없다. 
증상이 있을 시, 기침약 및 다른 OTC 약과 함께 학생을 등교시키지 않도록 한다.  
 
입실입실 전전 점검점검 
 
각 학생이 입실하기 전 교사는 다음과 같은 건강 체크를 한다. 
 

1. 100F 이상의 열 (지난 24시간 이내) 
2. 호흡 곤란 혹은 가래 증상 
3. 설사 증상 
4. 전염이 의심되는 병 
5. 붉게 충혈된 눈 
6. 열에 의한 기침 증상 
7. 의사에게 이미 진단받지 않은 발진 
8. 유난히 창백하거나 부은 얼굴 
9. 끊임없는 누런 콧물 혹은 열을 동반한 콧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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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토증상 (지난 24시간 이내) 
11. 귀의 통증 
12. 어지럼증 
13. 급성 감기 증상 (녹색 점액, 열, 과도한 기침 등) 
14. 목의 통증 
15. 가슴의 통증 
16. 무기력증 
17. 충혈된 눈 
18. 지나친 머리의 가려움증 
19. 눈에 띄는 외관상/행동의 변화 

 
학교 내에서 증상이 발현한 경우 학생은 집으로 보내지도록 한다. 이 경우 학교에서 받은 첫 연락 
후 30분 이내에 학생을 픽업하도록 한다. 학부모는 긴급 연락망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할 의무, 
아픈 아이를 픽업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을 의무를 지닌다. 학부모는 학교에서 가깝고 손쉽게 
픽업할 수 있는 긴급 연락망을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이 집으로 보내진 경우, 증상이 
가라앉은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학교에 등교하지 않도록 한다.  
더불어 교사는 학생이 다시 등교한 이후 학생의 증상을 점검할 권한을 갖는다. 다음과 같은 
증상의 경우는 출석이 가능하다: 
 

● 감기는 완치되었으나 가벼운 콧물이 흐르는 정도 
● 수두의 발진이 시작된 후로 6일이 지나고 물집이 모두 마른 후 
● 머리의 이가 모두 치료되었을 때 
● 학부모가 결막염과 인후염 약을 투여하기 시작한 후 24시간이 지났을 때 

 
영생영생 아카데미는아카데미는 모든모든 의료적의료적 질문과질문과 관련하여관련하여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이이 배부한배부한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의의 추천을추천을 따른다따른다.  질병질병 관련한관련한 
결석에결석에 관하여는관하여는 등록금등록금 환불이환불이 불가하다불가하다.  
 
손닦기손닦기 
 
학생과 학부모는 교실에 입실하기 전 전통적 손닦기 혹은 손 세정제를 이용한 손닦기를 요청받을 
수 있다. 영생 아카데미에서는 질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반드시 손을 닦도록 한다: 
 

● 아침 입실시 
● 바깥 놀이 이후 
● 식사 전 
● 코를 푼 이후 혹은 기침한 이후 
● 화장실 사용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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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상처 및및 응급처치응급처치 
 
교사들에게는 응급처치 도구가 제공됨과 함께 기본적인 응급처치 교육이 이루어진다. 기본적 
사고에는 무릎이 까지거나 머리를 살짝 부딪힌 것, 손가락이 살짝 다친 정도가 포함된다. 기본 
응급처치 도구에는  밴드에이드와 아이스 팩 등이 포함된다. 교사들에게는 상처의 정도와 학생이 
오피스에 보내져야 하는지에 대한 최상의 상황판단을 하도록 요청된다. 만약 학생이 울음을 
그치지 않거나 상처가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넘어선 것일 경우 학생은 오피스로 보내지며 오피스 
내에서 비상처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 경우 ouch 노트가 학부모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행정행정 
 
드레스드레스 코드코드 
 
학생들은 학교의 드레스 코드를 따르도록 한다. 학생들이 이 드레스 코드를 따르지 않은 경우, 
교사들은 학생이 이를 지킨 후 다시 등교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영생 아카데미의 드레스 코드는 다음과 같다: 

● 신발은 반드시 발가락 부분이 막혀 있어야 하며 뒤꿈치 부분도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샌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잘 맞는 신발을 착용하도록 항상 주의한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힐이 있는 신발이 아닌 평평한 신발을 착용하도록 한다.  

● 야외 활동이 자주 있으므로 날씨에 따라 자켓이나 코트를 학생과 함께 보내도록 한다. 
기온이 60F 이하인 경우 야외 활동 시 자켓을 입도록 한다. 기온이 90-99F인 경우에는 
야외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그때그때 판단하도록 한다. 100F 이상인 경우에는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다.  

 
교실에는 항상 학생들의 여벌옷이 계절에 맞게 준비되어 있도록 한다. 학생들의 첫 등교일에는 
학생의 이름이 쓰여진 zip-lock bag에 여벌옷을 넣어 가져오도록 한다. 여벌옷이 더 필요한 경우 
교사가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만약 학생의 여벌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오피스로부터 여벌옷을 빌릴 수 있다. 이 옷은 빨아서 반환되도록 한다.  
 
화장실화장실 사용사용 
 
배변훈련이 되었다 함은 학생이 스스로 화장실에 가서 옷을 내리고 올리고, 뒷처리를 하고, 손을 
닦고, 교실로 돌아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낮잠 자는 동안에도 기저귀 착용이 필요치 않음을 
의미한다. 아카데미와 교사는 “사고”가 언제든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지만 이 사고가 
규칙적으로 반복될 경우 아카데미는 학생이 배변훈련이 된 이후에 다시 등교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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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낮잠 
 
학생들은 1시부터 2시 50분까지 자신들의 낮잠용 매트에서 조용히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한다. 
학생들이 이 시간에 학교에 있는 경우 학부모는 학생의 이름이 적힌 가볍고 작은 이불을 학교에 
보내도록 한다. 보관 장소가 넉넉치 않으니 인형은 보내지 않도록 한다. 학생들의 이불은 매주 
빨아서 보내도록 한다. 
 
등교와등교와 하교하교 
 

● 8:00-9:00 AM     All day Drop Off 
● 9:00-9:30 AM     Morning and Full Day Drop Off 
● 12:45-1:00 PM   Morning Pick Up 
● 3:15-3:30 PM     Full Day Pick Up 
● 3:30-6:00PM    All Day Pick Up 

 
늦은늦은 픽업픽업 
 
픽업 타임이 지나도록 픽업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 late fee가 적용된다. 첫 15분에는 $5의 fee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각 1분당 $1의 fee가 적용된다. 이 정책은 펜실베니아 주의 규제를 따른 
것이다. Late fee는 매주 학생의 등록금 account에 기록되며 다음 등록금 납부일에 납부되도록 
한다.  
 
분실물분실물 
 
분실물은 오피스에 보관되며 때에 따라 이 분실물 함이 오피스 밖에 비치될 것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분실물들은 지역 중고품 가게로 보내질 것이며 이 경우 학교 직원이 미리 
통보할 것이다. 분실물이 자주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물품에는 이름을 쓰도록 
한다. 
 
파티파티 
 
아카데미에서는 각종 기념 파티가 열린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발렌타인 
데이, 부활절, 각 학년의 마지막 등교일 등이다. 이외에도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각종 동기 부여를 
주기 위한 작은 파티를 열 수도 있다. 본 아카데미는 이런 각종 파티에 부활절 토끼, 산타클로스, 
엘프, leprechauns, 마녀, 귀신, jack-o-lanterns, 마술과 같은 장식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 파티들에는 음식에 대한 제한도 적용된다. 너무 단 음식은 제공되지 않으며 교사와 학부모 
모두 디저트와 단백질 등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쓴다. 음식 외의 방법을 통한 
축하에도 더 신경 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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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개인 물건물건/장난감장난감 
 
각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장난감을 학교에 가져와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장난감은 지정된 시간에만 같이 놀 수 있도록 한다. 이 시간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은 자신의 장난감과 물건을 학교에 가져오지 않으며 (pacifiers, special stuffed animals 
포함) 만약 이런 물건들을 가져왔을 때에는 하교시까지 학생들의 커비 안에 보관되도록 한다.  
 
학교학교 사진사진 
 
봄에는  전문 사진가가 학생들의 개인 사진을 찍으며 학부모는 이 사진들을 구입할 수 있다. 학교 
사진 날짜는 아카데미 달력을 참고한다. 
 
학부모학부모 자원봉사자원봉사 (블루반만블루반만 해당해당) 
 
자원봉사를 원하는 학부모의 경우 sign-up sheet나 sign-up genius를 통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자원봉사를 위해서는 1. Report of criminal history from the Pennsylvania State 
Police (PSP); 2. Child Abuse History Clearance from the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Child 
Abuse)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학부모가 지난 10년간 펜실베니아 거주자가 아니었던 경우, 
Pennsylvania State Police를 통해 fingerprint based federal criminal history (FBI) 또한 
제출되어야 한다.  
 
Meet the Teacher Night 
 
9월 새학기가 시작된 후, 아카데미는 “Meet the Teacher Night”을 가지도록 한다. 이는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만나 해당 학년의 전체적인 진행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며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도 수반된다. 교사와 학부모간의 풍성한 관계를 나누는 것 또한 
아카데미의 목표 중 하나이다. 
 
휴교휴교 
 
영생 아카데미는 홀샴/햇보로 스쿨 디스트릭트의 휴교일을 따른다. 날씨 사정에 따라 
홀샴/햇보로 학교들이 문을 닫을 시, 영생 아카데미 역시 이에 따르도록 한다. 휴교 여부에 
대해서는 www.yspcacademy.org 를 참고하도록 한다. 홀샴/햇보로 학교들이 2 hours delay를 
정할 경우, 아카데미는 10시에 시작하도록 한다.  
 
Evacuation 장소장소 
 
영생 아카데미는 evacuation 장소로 1025 Horsham Rd, Horsham PA 에 위치한 Horsham 
Township Community Center를 사용하도록 허가받았으므로 긴급상황에 처할 경우 학교를 떠나 
위의 장소에 머물도록 한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위의 장소에 와서 학생들을 픽업하도록 한다.  
 

http://www.yspcacadem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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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커리큘럼 
 
커리큘럼커리큘럼 개요개요 
 
영생 아카데미는 각 학생들의 지식적, 영적, 감정적, 사회적 발달을 추구하며 이 모든 부문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한다.  
 
핵심핵심 커리큘럼커리큘럼 
 
교사들은 각 학생들의 지식적 수준에 맞춰 다음과 같은 원리들이 가르쳐질 수 있도록 한다. 
 

1. 언어적 개념 
  

a. 글자 발음하기/쓰기, 대문자/소문자, 글자의 순서및 인식*, 글자/단어/문장*, 활자의 개념*, 
글자의 운(rhyming), 글자의 시작과 끝소리*, 글자를 섞일때 나는 소리*, 이름 인식 및 쓰기 

 
2. 수학적 개념 

 
a. 모양, 색깔, 패턴, 기초 더하기*, 짝/홀수 개념*, 대소 개념*, 10까지 세기, 20까지 세기, 

숫자 순서 및 인식, 선별하기(sorting), 계량* 
  

3. 달력 
 

a. 년/월/일 개념, 날씨, 계절 등 
 

4. 인성 개발 
 

a. 순종, 집중, 서로 돕기, 만족하고 감사하기, 인내, 친절, 성실, 용서 등 
 

5. 하나님과의 관계 증진 
 

a. 하나님 사랑하기 
b. 주간 성경말씀과 스토리 
c. 예수님의 주요 사역들 (병자를 고치심, 권면의 말씀 등) 

 
6. 기타 

 
a. 몸의 각 부분 (팔, 다리, 머리, 이 등) 
b. 위치 표현 (위, 아래, 옆, 끄기, 켜기, 안쪽, 바깥쪽, 사이, 뒤쪽 등) 
c. 기본 단어 (배, 해, 여자, 남자 등) 
d. 문제 해결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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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한글 
 
위와 모든 내용은 프리스쿨의 핵심 커리큘럼에 해당하나 영생 아카데미는 학생의 나이와 능력에 
따른 각 반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고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이해하고 있다. * 표시가 된 
항목들은 기존 Pre-K 반 (4’s/5’s)에서 가르쳐지고 있던 부분을 나타낸다. 
 
일과표일과표  
 
각 반 별로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아카데미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예배시간예배시간 - 예배시간은 학생들의 마음과 주의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찬양, 
기도, 말씀 읽기 등이 이루어진다. 주마다 그 주의 성경말씀이 있으며 이 말씀에 따라 성경 
스토리가 가르쳐진다. 
 
Circle time -  각 반 별로 모든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며 헤드 교사의 인도에 따라 지식교육, 
교사/학생 관계 증진, 학생/학생 관계 증진, 사회성 및 영적 성장을 도모한다.  
 
Center time -  이 시간은 학생들의 창의적 놀이와 교육적 놀이가 병행되는 시간이다. 또한 
교사와 학생들이 일대일로 접촉하는 시간으로,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나 혹은 앞서 있는 
학생의 필요를 맞춰줄 수 있는 시간이다.  
 
Snack time - 간식은 학생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일 뿐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 간 관계를 증진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간이며, 삶에 있어 중요한 스킬들 (손닦기, 뒷정리하기, 지시에 따르기, 서로 
간에 예쁘게 이야기하기 등)을 배우는 시간이다. 
 
Outside time -  각 반은 최소 30분의 야외 활동 시간을 갖는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들은 각종 놀이를 통해 몸을 발달시키는 시간을 갖는다. 
 
훈육훈육 
 
훈육이라 함은 “훈련시키다”를 뜻을 내포한다. 즉, 인도하고, 인격을 형성시키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꾸짖고, 고쳐줌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만약 학생이 잘 훈련된다면, 그때부터는 학생들이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아카데미는 하나님의 성정을 본으로 삼아 훈육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 우리가 잘할때만 사랑하시고, 
잘못할 때는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잠언 3:12, 히브리서 12:6) 

●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잠언 3:12) 
●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학생들의 미래를 형상화하도록 노력한다. 

(로마서 8:29, 히브리서 12:10) 
●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신다. (골로새서 1:10) 
● 참회의 열매 (고린도후서 7:9-11) 
● 정의로운 평화의 열매 (히브리서 12:12, 갈라디아서 5: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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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잊으신다. (히브리서 8:12, 디도서 2:14) 
 
영생아카데미에 온 학생들은 특권을 가진 아이들이며, 또한 각 학생은 개인적으로, 개인적 
필요를 가지고 온 아이들이다. 학생들은 펜실베니아 주의 학교에 관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따르게 
되며 아카데미는 모든 훈육에 있어 학부모와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영생 아카데미의 훈육방침은 Danny Silk의 “Loving Our Kids on Purpose”와 
Jim Fay & Foster Cline의 “Love & Logic”에 그 바탕을 둔다. 학생들은 한 개인으로 여겨지며 
훈육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를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 학생들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예를 들면 먼저 
사과를 한다거나 상처입은 친구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기, 어지럽혀진 장난감을 
정리하기 등이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앞으로의 삶에 있어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때 이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신이 반드시 고쳐야만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이가 잘못을 그저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서로 간의 동의 하에 일관성있는 
훈육이 이루어질 때, 그 훈육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아카데미의 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며 대화를 통해서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할 시에는 학생이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다. 
 
다음은 상기한 “Loving on Purpose”와 “Love & Logic”에서 소개된 몇 가지 예시들이다. 
 

● Thinking chair - 이는 time out chair와는 다른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이 저지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의자이다. 학생들은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면 스스로 의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 Hassle time - 만약 학생이 무언가를 하기를 거부하거나 갑자기 조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경우 교사는 hassle clock을 시작할 수 있다. 학생은 이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에 
그 hassle time 시간만큼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 훈육의 순서  

1. 학생은 잘못된 행동을 바꾸도록 말로 경고를 받게 된다.  
2. 학생은 circle time이나 activity를 떠나도록 요청받으며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교사와 대화한다. 
3. 필요에 따라 학생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no fun chair나 hassle time이 적용될 수 있다.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4. 학생에게 no fun chair나 hassle time을 적용한 교사가 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5. 학생이 계속해서 no fun chair나 hassle time을 가지게 되는 경우 학생은 아카데미 
오피스로 보내져 디렉터와 직접적으로 hassle time을 갖게 된다.  
6. Hassle time은 학생이 계속적으로 비협조적일 경우에 적용된다. Hassle time 적용 
여부는 교사의 판단을 따르도록 한다.  
7. 끊임없는 hassle time이나 문제 행동은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며 학생/부모/교사/디렉터 
간 미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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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아카데미/학부모간학부모간 커뮤니케이션커뮤니케이션  
 
학부모와의학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커뮤니케이션 
 
아카데미 직원 및 교사가 학부모와 대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커뮤니케이션이라 함은 
전체 이메일, 개인적인 이메일, 월간과 주간 뉴스레터, ouch 리포트, 게시판, 그리고 remind.com 
의 이용 등을 포함한다. 아카데미 직원으로서 우리는 학부모와 가족들과의 협력관계 유지와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학부모들에게 학교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나 학생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 모두에 대해 언제나 최신의 정보들을 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월간월간 뉴스레터뉴스레터 
 
아카데미 행정직원이 아카데미 전체적인 월간 뉴스레터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 뉴스레터에는 
주요 행사와 정책적 reminder, 주간 테마, 하이라이트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 뉴스레터에는 
그간의 학생의 작품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또한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아이디어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사회적, 영적, 감정적, 지식적 
발전을 더욱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Ouch 노트노트 
 
정책과 절차 항목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무릎이 까지거나 이마나 나 손가락이 살짝 다친 것과 
같은 사고의 경우 학부모는 교사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혹은 Ouch 노트를 받을 수 있다. 이 
노트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교사로부터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쓰여있을 것이다. 
 
칭찬칭찬 노트노트 
 
모본이 될 만한 행동을 한 학생의 경우 교사에 의해 칭찬 노트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행동에는 
사랑하기, 불쌍히 여기기, 도와주기, 존경하기, 어려워하던 부분을 이겨내고 성공하기 등이 
해당된다. 이는 교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선한 행동을 칭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학부모로 
하여금 학생의 이같은 행동을 축하하고 더욱  북돋우기 위한 것이다. 
 
훈육훈육 노트노트  
 
학생들이 자라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데, 
잘못된 결정은 반드시 결과물을 가져온 다는 것을 안다. 이 결과물은 육체적일 수도, 혹은 
감정적이거나 영적인 것일 수도 있다. (예: 친구나 선생님을 때리는 일, 본인이나 친구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일,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치는 일) 교사는 이 결과물을 해결하는 일에 있어 
학생과 함께 할 것이며, 학생들이 긍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교사는 학부모에게 이메일이나 전화, 노트, 직접적인 대화 등을 통해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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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과정을 공유할 것이다. 특별한 경우에는 학생이오피스로 가도록 요청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오피스 직원이 직접 학부모에게 사건에 관한 노트를 전달할 것이다.  
 
Progress report와와 컨퍼런스컨퍼런스 
  
각 학년에 두 번의 progress report가 가정에 전달될 것이다. 첫 번째 report는 11월에 전달되며 
학생의 전반적인 활동과 첫번째 skill assessment 결과, 그리고 전반적인 행동발달상황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11월에는 이 결과물과 함께 학부모 컨퍼런스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report는 학년 
말에 전달될 것이다. 
 
기타기타 커뮤니케이션커뮤니케이션 
  
기타 전달 사항에 대해서는 영생아카데미 웹 페이지(www.yspcacademy.org)에 안내될 것이며 
학생 파일 안에 직접 전달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이 가져온 안내문과 웹 페이지를 잘 
살펴보도록 요청되는 바이다. 주소, 전화번호, 긴급 픽업자 등이 바뀐 경우에는 즉시 담당교사나 
오피스에 전달되도록 한다. 긴급 상황에서 영생아카데미가 학부모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모든 최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http://www.yspcacadem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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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ONG SANG ACADEMY 

706 Witmer Road, Horsham, PA 19044 

267-468-0592 Fax 215-542-9037 

 
 
 
 

I/We, 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parents of 

_________________________, have received, read, had the opportunity to ask 

questions about, understand and agree to abide by the policies set forth in the Yuong 

Sang Academy parent handbook. Furthermore, I/We agree to abide by the policies set 

forth in the manual. I/We understand that the policies described in the Parent 

Handbook are not conditions of enrollment, and the language does not create a contract 

between Yuong Sang Academy and the parents. YSA reserves the right to alter, amend, 

or otherwise modify these guidelines, in its sole discretion, without prior notice. I/We 

also understand that future questions regarding policies in the parent handbook may be 

directed to the center Director or the Committe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rent/Guardian Name and Signature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rent/Guardian Name and Signature D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