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사이드 고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귀하의 자녀는...이제 보다 성숙한 개체
로서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베이사이드 고등학교
www.baysidehighschool.org

생활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의 생활과는 사뭇 다릅니
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아이가 즉각 담당 상
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본교 교직원들은 귀하의 자녀
가 고등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만일 어려움에 봉착할 경우 언제든지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학업과

자녀의 성적표 확인
 www.pupilpath.com
ARIS (ACHIEVEMENT
REPORTING &
INNOVATION SYSTEM)
 www.arisparentlink.org

관련하여, 또는 문제해결 절차나 안전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본교



뉴욕시 교육국
www.schools.nyc.gov

학부모 코디네이터인 미스 사라 밀루넥 (Ms. Sarah

Milunec)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
절한 절차를 밟아 담당자에게 그 문제를 전달하

성공적인
고등학교생활을 위한
학부모 안내

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할
것입니다.

“함께 모이면 시작을 이루고

자녀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면 진보를 이루며.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함께 일하면 성공을 이룹니다.”

Bayside High School
32-24 Corporal Kennedy Street
Bayside, New York 11361
(718) 229-7600
Michael Athy
Principal (교장 선생님)
www.baysidehighschool.org

베이사이드 고등학교: Anchored in Excellence



아이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 정해 두십시오..



개인 정보가 바뀔 때마다, 아이의 상담 교



베이사이드 고등학교의 PTA에 참여하십시오.



PTA의 활동과 정기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자녀가 클럽이나

사에게 통보하십시오.


배움에는 항상 노력과 책임이 따름을 주지


시키십시오.



자녀가 학업 성취능력을 향상시키고 올바

면담일에 반드시 참여하십시오.


아이의 성적표를 확인하시고 담당 교사들

스포츠 팀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십시오.

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십시오.

른 인성을 계발하며, 한 단계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십시오.

가을 학기와 봄 학기에 있는 학부모-교사



아이가 받아 온 ‘런치 폼 (lunch forms)을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출석과 시간 엄수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



십시오.



시간 관리능력과 정리정돈 습관을 매일 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학교와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자녀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들과의 만남과 친분 유지를 위하여 학교

도하십시오.

행사에 참여하십시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고 졸업을
하는 것
베이사이드 = 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