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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환영 메시지

친애하는 학부모 및 학생 여러분께:

2017-2018학년도의 시작을 환영합니다!
이 핸드북은 Queens High School for the Sciences at York College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모든
행동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학생들의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위한 뉴욕주 교육부 및

NYC 교육청의 학생 행동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본교의 변화하는 니즈에 부합하도록, 본 핸드북은 살아있는 문서로 취급되며, 언제든지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용이 개정될 때마다 본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반드시 알릴 것입니다.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2017-20918 학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장 Ana De Jesú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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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사명 및 학업 초점
본교의 사명:
학생들이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학생 공동체를 육성, 발달시킨다.
학업 초점:
교사들이 매일의 수업 중에 다양한 형성평가와 작문을 실시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시기적절한
피드백을 주면, 학생들은 자신의 사고를 가시화하고 전과목에서 보다 깊은 이해를 보일 것입니다.

QHSS 학생들에게 거는 기대 및 의무:
수준 높고 어려우며, 풍부한 교육적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은 모든 학생의 권리입니다. 학생들을 포함한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긍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에 성실하게 등교하고 모든 수업에 정시에 출석하며, 학습 준비를 갖추고 모든 수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학업레벨을 성취함으로써,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합니다.
 다수의 AP 및/또는 College Now 수업에 등록합니다.
 커뮤니티 봉사, 인턴십, 또래 멘토링 등의 과외활동에 참여합니다.
 본교 및 NYCDOE의 모든 규율과 NYCDOE 훈육 규정에 따르며, 자신의 환경에 자부심을 갖고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합니다.
 예절 바르고 예의 있게 행동하며 남을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나 행동에 걱정되는 점이 있을 경우, 적절한 교직원과 상의합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하며, 타인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남의 행동이나 잘못에 대해 염려되는 점이 있을 경우 적절한 교직원과
상의합니다.
 언어의 자유가 반드시 학교의 질서 있고 안전한 운영을 훼방할 자유를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에 있어 책임있는 행동을 보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하며 청결한 학습 환경을 유지합니다. 본교와 York College 캠퍼스의 모든
시설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교실 안팎에서 급우들과 협력합니다.
 학생회 활동 및 본교의 비전과 사명에 맞춘 학교 차원의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주인
정신과 리더십을 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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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부

학교 리더십

Ms. A. De Jesús

학교장

Mr. G. Reo

교감(Organization)

Room 204

X 2154
Room 215B X 2171

행정 및 지원 담당직원

Ms. J. Meslin

가이던스 카운슬러

Room 223A X 2235

Ms. R. Minkowsky

가이던스 카운슬러

Room 223B X 2231

Ms. S. Baksh

ARISTA

Room 223

Mr. C. Kalamaras

딘

Room 223C X 2234

Ms. S. Gosine

학교장/급여담당

Room 239

X 2233

X 2152

Ms. B.Wittstruck

학생 회계/구매 담당

Room 215

X 2155

Ms. S. Bucaria

비서

Room215

X 2126

Ms. K. Mannino

비서

Room 215

X 2157

양호실

간호사

Room 217

X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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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부서별 교사 연락처
영어/사회부

Room 233

X 2331

수학부

Room 203A

X 2033

외국어 및 과학부

Room 235

X 2351

체육부

Room 223E

X 2233

음악부

Room 241

X 2141

미술부

Room 221

X 2211

Mr. Lin/Dr. Rabl 과학부

Room 218

X 2013/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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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학년도 학사일정
2017년 9월 5일

교사들 출근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음.

2017년 9월 6일

교직원 대상 교육감 컨퍼런스의 날.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습니다.

2017년 9월 7일

전학년 개학

2017년 9월 21-22일

로쉬 하샤나(유대교 신년절. 휴교)

2017년 9월 28일

고등학교: 학부모/교사 컨퍼런스

2017년 10월 9일

콜럼버스 데이(휴교)

2017년 11월 7일

선거일 직원 연수를 위한 교육감의 컨퍼런스 날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음

2017년 11월 9-10일

고등학교: 저녁 학부모-교사 컨퍼런스(11/9/17) 및 오후 학부모-교사
컨퍼런스(11/10/17). 고등학교 학생 조기 하교.

2017년 11월 23-24일

추수감사절(휴교)

2017년 12월 25일 – 2018년 1월 1일

겨울 방학(휴교)

2018년 1월 15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휴교)

2018년 1월 26일

고등학생 가을학기 종료일.

2018년 1월 29일

교직원 대상 교육감 컨퍼런스의 날.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습니다.

2018년 1월 30일

고등학교 학생 봄학기 시작.

2018년 2월 16-23일

음력 설날 및 중간 겨울 방학(워싱턴 및 링컨 생일 포함) (휴교)

2018년 3월 8-9일

고등학교: 저녁 학부모-교사 컨퍼런스 (3/8/18) 및 오후 학부모-교사
컨퍼런스(3/9/18). 고등학교 학생 조기 하교.

2018년 3월 30일-4월 6일 봄방학(성금요일 및 유월절 포함. 휴교)
2018년 5월 3일

고등학교 학부모-교사 컨퍼런스

2018년 6월 7일

Anniversary Day: 교직원 대상 교육감 컨퍼런스의 날.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습니다.

2018년 6월 15일

Eid-al-Fitr(이슬람교 라마단 종료일, 휴교)

2018년 6월 22일

리전트 채점일: 비-75학군 고등학교들의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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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스케줄

2017-2018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8:00 – 8:48

8:00 – 8:48

8:00 – 8:48

8:00 – 8:48

8:00 – 8:30

8:51– 9:39

8:51– 9:39

8:51– 9:39

8:51– 9:39

8:33 – 9:03

9:42 – 10:30

9:42 – 10:30

9:42 – 10:30

9:42 – 10:30

9:06 – 9:36

1교시
2교시
3교시
클럽

9:39 – 10:19
4교시
5교시

10:33
11:21

– 10:33
11:21

– 10:33
11:21

– 10:33
11:21

–

11:24
12:12

– 11:24
12:12

– 11:24
12:12

– 11:24
12:12

–

10:22 – 10:52
10:55– 11:25

6교시
12:15 – 1:03

12:15 – 1:03

12:15 – 1:03

12:15 – 1:03

11:28– 11:58

1:05 – 1:53

1:05 – 1:53

1:05 – 1:53

1:05 – 1:53

12:00 – 12:30

1:55– 2:43

1:55– 2:43

1:55– 2:43

1:55– 2:43

12:32– 1:02

2:45– 3:33

2:45– 3:33

2:45– 3:33

2:45– 3:33

1:04 – 1:34

7교시
8교시
9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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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일일 학교 안내방송은 7교시 중에 실시됩니다. 중요한 알림 내용은 학교 웹사이트, Pupil-Path,
REMIND 및 전화 메신저를 통해 전달됩니다. 학생과 부모님들은 이러한 모든 통신 수단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연락처 정보가 바뀌면 가급적 빨리 갱신해 주십시오.
출석
성실하게 등교하는 것은 학생의 학업적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결석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학부모/보호자는 반드시 메인오피스 전화 718-657-3181 번으로
9:00am 이전에 전화하시어 결석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학생이 결석 후 다시 등교할 때
학부모/보호자가 서명한 결석 사유서를 출석담당실(Room 215)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이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갔었다면, 반드시 doctor’s note를 가져 오십시오.
학생이 결석하면, 결석 당일 학부모에게 통보됩니다. 학부모/보호자가 자녀의 결석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면, 학부모/보호자는 메인오피스에 전화 718-657-3181번으로 연락하십시오. 또한 일부의
경우, 결석 후 가이던스 카운슬러와 상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는 연락처에 변동이 있을 때 즉시 학교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시 결석
시험 시 결석하는 학생은 시기 적절하게(3-5 수업일 이내) 보충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부모님 또는 의사가 작성한 결석사유서를 가져와야 합니다. 시험에 2차례 결석한 후에는 교사가 결석
사유가 타당한지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결석한 시험을 대신하여 보충시험을 치를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은 학생의 의무입니다. 수업에 무단결석한 학생은 보충시험을 치를 자격이 없습니다. 합법한
사유로 결석하여 보충시험을 치른 학생은 성적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정직한 학업태도에 관한 규정

QHSS 공동체는 치팅 및/또는 도용 등의 학업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행동에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같은 행동을 처음 위반하였을 때는 해당 과제물(시험, 프로젝트, 수업 중 과제, 프레젠테이션 등)이
0점 처리되고 학부모/보호자가 소환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은 한 가지 방과 후 액티비티에서
제외되고 최대 3일간의 디텐션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위반 시에는 학교장 정학을 받고, 최소 3가지
학생 액티비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학생은 학업적 비정직성과 치팅이 자신의 대학진학 및 취업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에세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NYC 법에서는 각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 대한 가장 최신의 신상 정보를 보유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비상 시 학생이나 학부모/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어야 하고, 중요한 우편물이 각
가정에 잘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11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및 기타 신상 정보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학교에 알려주십시오. 학생
주소가 변경되거나 학부모/보호자의 전화 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블루 비상연락 카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학업 지원
학생이 학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 경우에는 다양한
지원 방법이 있습니다. 가이던스 카운슬러와 상의하거나, 교사, 학교장, 부모님의 컨퍼런스, ARISTA
또래 튜터링 참여, 런치(가능한 경우) 및 방과 후 개인지도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 진척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사와 대화해야 합니다.

AP 과목
AP 및 College Now 과정은 고등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대학 수준 수업입니다. 모든 AP 과정은 5월에
시험으로 종결됩니다. AP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은 해당 과목의 AP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각 시험
응시 비용은 매년 College Board에서 정합니다. AP 시험 점수는 1 에서 5까지 나오며, 5점이
최고점입니다. 많은 대학들이 AP 시험에서 3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들에게 대학 학점을 인정해 주거나
입문 수준의 강의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AP 과정은 해당 수업이 NYS 학습표준에 맞는 한, 핵심 과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AP 과정을 듣는 학생들은 학교장, 가이던스 카운슬러 및 학부모와 컨퍼런스를 하기 전에는 임의로 해당
수업을 드랍할 수 없습니다. 학생과 부모님들은 가이던스 카운슬러로부터 AP 수업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방과 후 특별활동

PSAL 스포츠를 포함한 모든 방과 후 특별활동은 학생의 마지막 교시가 끝난 후에 시작되고, 지도교사가
있어야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PSAL 원정 경기로서, 이 경우 학생은 조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방과 후 특별활동은 학교 행정담당자 및 지도교사의 감독 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방과 후
특별활동을 새로 조직하고자 하는 학생은 우선 학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RISTA
내셔널 아너 소사이어티인 ARISTA는, 학업적으로 우수하고 훌륭한 인성을 갖추었으며, 학교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로 구성됩니다. ARISTA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니어 또는 시니어
2. 축적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
3. 처벌 기록이 없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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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ARISTA 회원들은 반드시 일정한 시간 이상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점을 유지해야 이 단체에 계속해서 소속될 수 있습니다.
체육 프로그램
체육팀에 가입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의사가 작성한 NYCDOE 체육 메이컬폼과 학부모가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완성된 양식은 Mr. Reo(Room 215)에게 제출하십시오. 이러한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은 체육팀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반행위로 특별활동 참가가 중지된
학생은 이러한 처벌이 풀릴 때까지는 체육팀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무단 결석, 디텐션 및 학생 특혜
참고).
도서 & 학교 장비
모든 학생들에게는 교과서 및 학년도 내내 다양한 수업에서 사용될 교재가 지급됩니다. 달리 지시되지
않은 이상, 학생들은 매일 수업에 교과서를 들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지급된 도서 및
장비(랩탑 컴퓨터, 아이패드 등)는 공공재산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각 장비의 반납일은 사전에 학생들에게 공지될 것입니다. 만약 제 때 반납하지 않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분실 또는 손상된 장비값을 변상해야 합니다.
학교건물 및 캠퍼스 규칙
모든 학생들은 항상 ID 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ID 카드는 NYCDOE 재산입니다. 학교나 캠퍼스
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학생들은 언제든지 ID 카드를 보여줘야 합니다. 학생들은 타인의 ID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NYCDOE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테리아, 교실, 오피스,
복도, 계단 및 체육관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난 자리는 늘 깨끗하게 치워야 합니다. York College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은 반드시 이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자신이 어지럽힌 자리를 치우지
않는 학생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둘러싼 거리 및 주변지역, 그리고 교내에서 종류를 막론하고 담배류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York College 캠퍼스를 걸을 때에는 반드시 York College의 담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어떤 이유로든 캠퍼스를 무단 이탈할 수 없습니다. 무단 이탈하는 학생은 NYC DOE 학생 행동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될 것입니다.
괴롭힘(Bullying)

QHSS는 학생간의 괴롭힘에 대해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 상에서의 괴롭힘(cyberbullying)도 포함됩니다. 학생 본인, 혹은 주변에 아는 사람이 괴롭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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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고 있을 때에는, 가이던스 카운슬러, 딘, 교사, 행정가, 또는 기타 어른들에게 알리십시오. 접수된
사건은 조사될 것이며 NYC DOE 학생 행동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한 처벌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카페테리아

NYCDOE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먹는 학생들은 반드시 QHSS 카페테리아에서 식사해야 합니다.
점심을 사먹고자 하는 학생은 York College Campus의 메인빌딩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청결하며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본인이 직접 버릴 책임이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밖에서는 일체의 음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학교장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교실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 & 전자기기 정책
학생들은 학교에 가져오는 휴대전화 및/또는 전자 제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교내에 있는
동안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규칙과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교육감 규정 A-413에 의거하여 Queens High School for the Sciences at York College의 학교
리더십팀은 교내 휴대전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교내 휴대전화, 컴퓨터 장비 및 휴대용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사용에 관한 28Q687 QUEENS
HIGH SCHOOL FOR THE SCIENCES AT YORK COLLEGE 의 교내 정책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전자기기를 학교에 가져오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아이패드 및 기타 유사한 컴퓨팅 기기, 휴대가능한 음악 및 아이패드, MP3 플레이어, PSP,
닌텐도 DS 등의 엔터테이먼트 시스템.
휴대전화는 다음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 일과 중:

1.
2.
3.
4.
5.
6.

휴대전화는 체육관이나 수영장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복도, 화장실 및 라커룸.
대학 체육관 및 카페테리아로 걸어가는 도중(안전상의 이유).
교실에서 시험이나 퀴즈를 치르는 중, 리전트 시험 또는 기타 모든 평가 중.
소방 훈련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몸이 아플 때 자신의 휴대전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 수 없습니다. 집에 전화할 때에는
오피스에 있는 전화를 이용하여 정해진 규정대로 전화해야 합니다.
7. 휴대전화는 수업에 사용하거나 교육적 목적으로 교사가 명확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시간 중에서는 켜거나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8. 휴대전화 및 기타 전자제품으로 하루 중 어느 때라도 교내에서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스틸사진, 동영상 및 오디오 녹음 모두 해당됩니다.

9. 휴대전화는 오직 점심 시간 중에 학생 카페테리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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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가져온(학교 일과 중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활동 모두 해당) 휴대전화 및 기타 전자 제품은, 이
장비의 분실, 도난, 손상 등에 학교나 교육청이 일체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은 해당 기기의 주인이 분명히
이해하고 가져온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자기기의 압수 및 반환
첫 번째 위반: 해당 기기를 압수하고 학생의 마지막 수업이 종료된 후 당일 일과가 끝날 때 반환합니다.
학부모/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
두 번째 위반: 해당 기기는 학부모/보호자가 와서 찾아가지 않는 한 2주간 압수됩니다.
세 번째 위반: 해당 기기는 오직 학부모/보호자가 와서 찾아갈 때에만 반환됩니다.
클럽

QHSS에는 다양한 학업 & 리서치팀과 학생 출판 단체, 클럽 등이 있습니다. 어떤 클럽에 가입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였다면, 가이던스 카운슬러와 상의하십시오. 특혜를 중지당한 학생은 처벌이 풀릴
때까지 어떤 클럽이나 활동에도 참가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클럽은 학생들의 관심사 및/또는
지도교사 변동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7-2018학년도에 제공되는 클럽입니다:
Amnesty International, Anime 클럽, 농구 클럽, 댄스 클럽, 디지털 사진, 드라마 클럽, K-Pop 클럽,
음악 공연 클럽, 과학 클럽, Students Who Code, Veritas (문예지), Sigma Sorority, 및 다수
College Now
모든 QHSS 학생들은 College Now 과목을 수강할 것이 기대됩니다. College Now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대학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유수의 대학에 지원할 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College Now 과목들은 가을 및 봄학기에 제공됩니다. 이 과목들의 등록은 겨울 및 이른 봄에
실시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Ms. Meslin을 찾아가 보십시오.
대학 지원 절차

QHSS는 대입 준비 학교입니다. 따라서 9학년 때부터 대입 준비가 시작됩니다. 고등학교 4년 기간
동안, 가이던스 카운슬러, 교사 및 교장과 교감이 여러분을 대학 진학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주니어가 된 학년도의 봄부터 여러분은 대학 지원서 작성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AP 및/또는 College Now 등의 과목 선정, QHSS 재학 중 받은 성적, 출석 기록, 특별 활동, 교사
추천서, 대입 에세이 및 표준화 시험 점수 등입니다. 그 밖의 특별한 관심사, 기술, 경험 및 성취 등은
모두 여러분의 대학 지원서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이 과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1. 매년 신청할 자격이 되는 수업 중에 가장 어려운 수업을 들으십시오. 예를 들어, 2학년 때부터
학생들은 AP 과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관심 있는 수업, 그리고 가장 많은 성취를 이룰 것 같은
수업을 들으십시오. College Now 및/또는 AP 과정도 꼭 들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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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학년 때부터 특별활동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자신이 정말 좋아할만한 클럽이나 활동, 스포츠를
찾으면 고등학교 재학기간 내내 거기에 참여하십시오.
3. 커뮤니티 서비스는 대학 지원서에 기재하면 아주 좋은 항목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어디에서든
자원봉사 하십시오.
4. 모든 필요한 표준화 시험을 치르십시오.
5. 대학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 액티비티, 견학에 참가하십시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개최하는
학자금 지원 워크숍에 참석하고, 대학에서 파견 나온 초청 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대학 박람회에
참석하여 입시담당관에게 질문하고 학교에서 주관하는 대학 방문 행사에 참가하십시오.
6. 주니어가 되자마자 가급적 빨리 영어 교사와 에세이 작성에 착수하십시오.
7. 다양한 대학에 관해 알아보고 장학금에 관해서도 조사하십시오.
8. 학자금 지원 설명 행사(Financial Aid Night)에 참석하여 FAFSA 작성법을 알아 보십시오.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정책

NYCDOE 및 QHSS에서 소유하고 운영하는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행위는 NYCDOE
및 학교 규정과, 뉴욕시, 주 및 연방법을 준수한다는 암묵적 동의를 내포합니다.
“적절한
사용(Appropriate use)”에는 항상 학업적 정직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유자산을 사용할 때에는
고도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감과 자제력을 보여야 합니다. 적절한 사용에는 지적 재산과 데이터 소유권,
시스템 보안 메카니즘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 원치 않는 침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시스템의 적절한 사용이란: QHSS에서 모든 사용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접속을 허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컴퓨터 자원의 적절한 사용 및 부적절한 사용의 예를 참고해 주십시오:
로그인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사용자명과 패스워드만 사용하십시오. 타인에게 본인의 사용자명이나
패스워드를 알려줘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시스템 전체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계정으로 QHSS 시스템 상에서 이뤄진 모든 활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1.

본인의 패스워드는 반드시 비밀로 하십시오. 사전에 나오는 평범한 단어나 일반적인 문구를
비밀번호로 설정하지 마십시오. 최소 6글자에 반드시 글자(대문자 및 소문자), 숫자와 심볼이 혼합된
것이어야 합니다.
2. 개인 파일은 플래시 드라이브에 저장하십시오.
3. 학교 시스템은 타당한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하십시오.
4. 외설적이거나, 저질스럽거나, 음란하거나 불쾌한 내용의 자료, 또는 직간접적으로 성적 내용을
포함하는 자료를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마십시오.
5. 비속어나 편견, 성차별, 또는 기타 차별의 내용이 담긴 정보를 전송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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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컴퓨터 프로그램을 7에 나오는 정보에 접근하거나 패스워드를 푸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시스템
보안 장치를 우회하거나 차단하려는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7. 바이러스 생성 또는 전파, 서비스 방해 또는 파일 손상 등의 시스템에 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8. 이메일 또는 메세지 서비스를 이용해 타인을 괴롭히거나 도발하거나, 귀찮게 구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원치 않는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지 마십시오.
9. 학교 시스템을 이용해 금전적 이윤 및/또는 이득을 취하지 마십시오.
10. 이메일이나 메시지 발신자의 진짜 정체를 모호하게 만들기 위한 그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도
실행하거나, 재전송하지 말고, 어떤 방법도 전달하지 마십시오.
11. NYCDOE 및 QHSS 인터넷 사용규정, 그리고 뉴욕시, 주, 및 연방법을 항상 준수하십시오.
컴퓨터 및/또는 네트워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자는 QHSS, NYCDOE, 뉴욕시, 주 및 연방 당국의
처벌 규정에 의해 처벌될 것입니다.
컴퓨터는 학생들의 과제, 교직원의 사용, 이메일 및 기타 작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던
워크스테이션을 방치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파일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따라서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계정에서 로그오프하거나 컴퓨터를 락하여 본인의 계정과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메일을 사용할 경우, 시스템 운영자는 필요할 경우 사용자 간의 사적 전자
메일 내용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시스템 운영자는 전체 네트워크의 운영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스템 상의 어떤 데이터나 파일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보안 시스템이라도 네트워크 상에서는 데이터나 파일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십시오. 아무리 정교한 보안 시스템이라도 본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접속하여
빼내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따라서 저장된 어떤 정보의 프라이버시나 비밀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하는 정보는 네트워크 상에 저장해서는 안됩니다. 이 같은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네트워크 상에 저장된 정보에 대해 여러분의 원하는 수준의 프라이버시나
비밀보장이 이뤄지는데에는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QHSS는 시스템 사용자들에게
사전 경고없이 시스템 상의 파일을 읽어보고 삭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규정 위반의 심각성 및 그 정도에 따라 시스템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훈육조치를 하나, 또는 그 이상 취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구두, 문서, 또는 이메일로 경고
근신
일시적 접속 금지(락아웃)
영구적 접속 금지
시스템 접속 또는 사용 제한이 아닌 대안적 처벌
디텐션, 외출 특혜 중지, 학교장 정학, 교육장 정학
해당될 경우, 적절한 학교, DOE, 뉴욕시, 주, 또는 연방 당국에 의뢰하여 추가 조치

수업 선택
학생들은 4월 초에 가이던스 카운슬러와 만나 다음 학년도에 들을 수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AP 및
선택과목 요청 양식을 작성하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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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학년도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교는 학년도제의 학교가 아닙니다. 즉,
학생들은 어떤 과목의 후반부를 봄학기(동일 교사 및 교시)에 계속해서 들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봄학기의 프로그램 변동은 제한적이며, 개별적으로 이뤄집니다.
본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의 수업 선택을 존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시간표 작성상의 문제나 교사 수급 및/또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한 모든 과정이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괴롭힘(Cyberbullying)
인터넷 상에서의 괴롭힘(Cyberbullying)도 직접적인 괴롭힘과 똑같이 간주됩니다. Cyberbullying이란
is 인터넷 등의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남을 위협하거나, 괴롭히거나, 굴욕감을 갖게 하거나
창피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Cyberbullying의 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2.
3.
4.
5.
6.

남을 속이기 위해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것
타인에 대한 거짓말이나 루머를 퍼뜨리는 것
남을 꼬임에 빠뜨려 개인 정보를 유출하게 만드는 것
저질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달하는 것
남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하는 것
다른 사람을 무례하거나 경멸적인 언어로 부르는 것

처벌(디텐션)
디텐션은 수업 및/또는 학교에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벌입니다. 또한 NYC DOE
학생 행동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들도 디텐션 대상입니다. 딘으로부터 디텐션을 받게 되면 본인에게
통지됩니다. 또한 학부모/보호자에게도 통지합니다. 디텐션에 참석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차후 더욱
강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디텐션 동안 학생들에게는 과제 및/또는 숙제가 주어집니다. 디텐션 동안 주위가 산만한 학생은 벌받는
장소를 떠나도록 조치가 취해지고, 당일 디텐션은 받지 않은것으로 기록되어 차후 추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어진 디텐션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에 복종하지 않는 학생은 학교장 정학
및/또는 학교 액티비티로에서 제외되는 등의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장 규정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적합한 복장을 갖추도록 합니다. 9월에 복장 규정에 관한 별도의 안내문이
우편으로 학생과 부모님들께 전달될 것입니다.
조퇴
학교 정규 일정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학생과 가정에 통보될 것입니다. 정규 일정에 대한 변동은
학년도 중 학교에 필요가 있을 때마다 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규 일과를 마치기 전에 임의로 교내를 이탈할 수 없습니다. 일찍 귀가해야 할 경우,
학부모/보호자 또는 그 밖의 픽업이 승인된 사람(블루카드에 기재된)이 반드시 학교로 와야 합니다.
정규 일과를 마치기 전에 혼자서 임의로 학교를 이탈하는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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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결석
본 핸드북에는 이번 학년도의 DOE 학사일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QHSS에서는 가족만의 휴가나 종교 휴일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만, 이로 인해 결석하게
되면 학생의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 역시 각 가정에서는 이해해야 합니다. 본교는 대입
준비 학교로서 출석, 시험 및 평가, 성적 등이 대학 지원 절차에 모두 중요한 일부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석은 학생의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한 공휴일이나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학교에 출석해야 합니다.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과다한 결석은 교육정 방임으로
간주되어 뉴욕주 규정에 따라 상부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휴가를 떠나는 학생은 최소
1주일 전에는 반드시 교사와 가이던스 카운슬러 및 메인오피스에 통보해야 합니다.
견학
견학은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학생의 특혜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혜가 중단된 학생들은 이러한 특혜가 복귀될 때까지는 견학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석, 행동 및/또는 학업 진척을 이유로 견학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견학 시 학생들은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반드시 모든 지시사항에 따르고 견학지 시설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며, 현지 규정을 준수하고 본인이 QHSS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견학으로 인해 발생한 수업 불참이나 빠진 과제 등을 스스로 보충할 책임이
있습니다.

AP, 기말 시험 또는 리전트 평가 3주 전부터는 견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방, 락다운 & 셸터인 훈련
각종 훈련은 안전을 위해 실시됩니다. 학생과 교사들은 소방 훈련 중에 신속하고 조용하게 건물에서
나가야 합니다. 락다운(lock down) 및 셸터인 플레이스(shelter-in-place) 훈련 중에는 학생과
교직원들은 반드시 종료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교실 내에서 조용히 머물고 있어야 합니다.
성적
모든 최종 성적 및 NYS 리전트 시험 점수는 학생의 성적증명서에 기재됩니다. 공식 성적증명서는
대학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수업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교의 학년도는 두 개의 학기(semester)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을 학기(Term 1: 9월 – 1월)및
봄학기(Term 2: 2월-6월). 각 학기는 3 차례 성적산정기간(marking periods)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학기동안 3 차례, 성적 산정기간 종료와 함께 학생들의 성적이 집으로 공식 발송됩니다.
모든 1차 성적산정기간의 성적은 글자(알파벳)로 표기됩니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 우수(Excellent: 90-100)
S: 만족할만함(Satisfactory: 75-89)
N: 개선 필요(Needs Improvement: 65-74)

19

U: 만족스럽지 못함(Unsatisfactory:<65)
체육 과목에서는 A, B, C, D 또는 F 중 하나를 받습니다.
또한 모든 실험실(랩) 과목에서는 P (pass-통과) 또는 F (fail-낙제)를 받습니다. 랩은 학점(크레딧)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수과목입니다.
어떤 과목에 신규 전입한 학생은 Nd를 받습니다.

“No Shows”는 수업에 나오지 않은 학생들을 말합니다. 이 학생들은 NS와 함께 40점을 받습니다.
2차 및 3차 성적산정기간은 숫자로 된 점수가 나갑니다. 최종 성적은 1차, 2차, 3차 성적산정기간의
평균 점수로 결정됩니다. 최종 성적산정기간의 점수가 학생의 영구 기록인 성적증명서에 기재됩니다.
일단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성적은 삭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업에서 55점을 받고
낙제하였다면 이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과목을 재수강하여 90점을 받았다면, 이
점수도 성적증명서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받은 90점이 먼저 받은 55점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즉, 두 점수가 모두 성적증명서에 남게 됩니다.
봄학기의 프로그램 변동은 제한적이며, 개별적으로 이뤄집니다.
성적 변경
성적 변경은 기계적 및/또는 교사의 실수로 인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집니다. 모든 성적 변경은
반드시 성적 산정기간이 종료되고 최소 20일이 지난 후에 이뤄져야 합니다.
성적 산출 규정
영어





평가 – 50%
수업 참여 및 호응 – 30%
숙제 – 20%

수학





수업 참여 및 호응 – 30%
시험 – 55%
숙제 – 15%

과학





평가 – 55%
수업 참여 및 프로젝트 – 30%
숙제 – 15%

사회





평가 – 55%
수업 중 과제 및 참여 – 30%
집에서 해오는 숙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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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및 보건





참여 – 50%
피트니스 및 스킬 평가 – 30%
교사 분석 - 20%

미술





수업 참여 – 15%
프로젝트 – 75%
퀴즈 – 10%

외국어





수업 중 과제 – 30%
퀴즈 및 시험 – 60%
숙제 – 10%

음악








수업 참여 -15%
시험 및 프로젝트 – 20%
기말/ 중간 시험 – 10%
듣기 평가 - 15%
퀴즈 – 30%
숙제 – 10%

모든 선택 과목 및 AP 과목은 해당 과목이 속한 부서의 규정에 따라 성적이 산출됩니다. 즉, AP 물리
수업은 과학부의 성적 산출 원칙에 따릅니다.
졸업식
매년, QHSS는 졸업반 학생들과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이 초청되는 졸업식을 거행합니다.

교육감

규정에 따라, 본교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들만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졸업반
학생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좌석이 배정되며, 동반 가족에게는 무제한으로 좌석표가 주어집니다. 모든
학생들에게는 졸업식 전 주에 초청장이 발부됩니다.
졸업 요건
모든 QHSSYC 학생들의 최소 요건은 우수 리전트 졸업장(Advanced Regents Diploma)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성공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영어(ELA)- 모든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영어수업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영어 리전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영어 과목에서 최소 8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회- 모든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사회수업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미국사 및 세계사 리전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최소 8 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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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모든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수학 수업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Algebra I, Geometry, Algebra
II, Pre-Calculus, Calculus (AB 또는 BC) 수학 리전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10학년이나 11학년 말까지 Integrated Algebra, Geometry, 및 Algebra Ii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학생들은 Calculus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11학년 말까지 Calculus를 마친 학생들만 12학년에서 더
이상 수학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나, 되도록이면 대학 수준의 수학 수업을 듣기를 권장합니다. 최소 8
학점 이수.
과학-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생물(Living Environment), 화학 및 물리 수업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각각의 리전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외국어- 모든 학생들은 3년간의 외국어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해당되는 LOTE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보건 및 체육-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1학기의 보건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7학기의 체육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체육 수업을 들어야 하나, 보건
수업이 있는 학기만 예외입니다.
미술 및 음악-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미술 및/또는 음악에서 2학점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선택 과목:-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최소 7개의 선택과목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합니다.
랩-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뉴욕주에서 필수로 지정한 랩 요건을 충족하고 각 과목을
통과해야 합니다.
본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모든 리전트 과목에서 숙달레벨(mastery level, 85점 이상)을 받아 아너 우수
리전트 졸업장을 취득하고 대학진학 및 취업 확률을 높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성희롱
본교에서는 어떤 종류의 괴롭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가이던스
카운슬러나 딘, 교감, 교장 또는 교사에게 보고하십시오. 신고 학생은 사건 리포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본교의 괴롭힘 방지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NYC DOE
학생 행동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한 처벌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본교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불만 접수, 그 밖에 조사에 협조한 학생들에 대한 일체의 보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건 보고 역시 금지되며, 처벌대상입니다. 보복이 의심될 경우에는 괴롭힘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신고하십시오.
숙제 규정
숙제는 전과목 수업에서 정기적으로 내줍니다. 숙제를 늦게 제출하는 것은 학생이 결석한 경우 외에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결석한 경우, 학생은 다음날 숙제를 제출하십시오. 교사는 정상참작이 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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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가정 문제, 질병, 입원 등)에만 예외를 인정하여 늦게 제출된 숙제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적으로 이뤄지며, 교사 및 가이던스 카운슬러와의 컨퍼런스가 필요합니다.

ID 카드
모든 학생들은 입학할 때 QHSS ID 카드가 지급됩니다.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 있을 때에는 항상 ID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학생들은 타인의 ID 카드를 사용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ID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실험실 요건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뉴욕주에서 필수로 정한 실험실 요건을 마쳐야 과학 과목의 리전트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랩 수업은 통과/낙제로 성적이 주어지며 학점이 없습니다. 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리전트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각 시 행동규정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제 시간에 등교하여 수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각한 학생은 반드시 지각
기록장(Late log)에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지각 사실은 부모님에게도 통보됩니다.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은 디텐션을 받고 특별활동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및 가이던스 카운슬러는 학생의 지각 및 학업진척에 관한 상담을 해야 합니다.
도서실
모든 학생들은 York Library 운영시간 중에 이 도서관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ID
카드를 사용하면 도서관의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교 학생들은 York College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특혜가 있으며, 도서관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서
Ms. Miller가 학생 개개인을 도와줄 수 있으며, 본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Information Literacy 수업을
지도합니다.
분실물 규정
학생들은 항시 자신의 소지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그 어떤 분실물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분실물이 생기면 Dean’s office에 신고하십시오 발견된 물건 역시 Dean’s Office에
두면 됩니다.
점심
모든 학생들은 하루 일과 중에 점심식사를 해야 합니다. 점심을 거르고 수업을 더 추가하고자 하는
학생은 부모님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본교 카페테리아나 York College에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캠퍼스를 이탈하는 학생은 처벌을 받습니다.
급식 신청서 작성법

9월에 새학기가 시작되면 급식 신청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보호자께서는 즉시 이 양식을
작성하여 다음날 메인오피스의 Ms. Bucaria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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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신청서는 무료 또는 할인급식 대상 여부에 관계 없이 전교생이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급식 신청서는 온라인에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www.schoolfoodnyc.org.
보충 과제 규정
사유가 인정된 결석 후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은 반드시 교사에게 연락하여 과제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해와야 합니다. 교사들은 결석했던 학생에게 과제 제출일을 정해줄 것이며, 제 시간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가 있으면 감점되거나 학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상참작이 될 만한 상황(질병, 가정 문제 등)에
처한 학생의 경우, 학부모, 학생, 가이던스 카운슬러, 학교장 및/또는 교감과 컨퍼런스를 통해 문제를
논의하고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입니다. 수업에는 참여하였으나 참여도, 과제 제출 및 기타 수업태도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보충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적산정기간 낙제
모든 학생들은 매 성적 산정 기간마다 통과해야 합니다. 본교의 학업 기대치가 매우 높은 까닭에 6575점은 미흡한 점수로 간주됩니다. 어떤 과목에 낙제하거나, 학업 후퇴 및/또는 낙제할 위기에 처한
학생은 가이던스 카운슬러 및 학교장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학부모님도 이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의료적 응급상황
학생들은 반드시 양호실에 가기 전에 교사로부터 패스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아프더라도
학부모/보호자가 픽업하러 오기 전까지는 학교 건물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학생이 아플 경우,
학부모/보호자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학생들은 본인의 휴대전화가 아닌 메인 오피스나
가이던스 오피스 전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메트로카드
뉴욕시 교육청 학생 통학담당실(OFFICE OF PUPIL TRANSPORTATION)에서는 학생의 집과
QHSSYC 간의 거리에 따라 메트로카드 지급 대상자인지 판단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메트로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 매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메트로카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유효한 ID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용 메트로카드는
카드 상에 이름이 기재된 학생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도 타인에게 자신의 카드를 빌려줄
수 없습니다. 메트로카드는 통학 및 학교 관련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용 메트로카드는 매 학년도마다 학기가 시작될 때 지급됩니다. 학생들은 본인의 메트로카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메인오피스의 Ms. Bucaria에게
말하십시오.

메트로카드를 새로 지급받기까지는 몇 주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메트로카드는

MTA에서 학교에 지급해 준 여유분의 카드가 있을 때만 새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Naviance
Naviance는 온라인 대학진학 계획 도구로서 대학 찾기 및 매칭, 수업 계획, 장학금 지원, 커리어 평가
및 인성 평가 등의 기능이 있어 학생이 대학 및 직업을 계획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Naviance는 또한 학교 카운슬러들에게는 각 학생의 진척을 모니터하고 학생 및 가족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Naviance 이메일을 매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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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는 가이던스 카운슬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Naviance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학부모 대학 계획 워크숍에서 나비앙스에 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양호실 이용 규정
교내에서 발생한 모든 의료적 응급상황은 학교 간호사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때로 학생의 질병으로
인해 EMS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반드시 부모가 학생을 동반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학교로 올 수 없을 경우, 본교에서는 교직원을 동반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모님은 가급적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학생에게 투약이 필요한 경우, 학생은 반드시 필요한 양식을 제출하여, 양호실에서 투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간호사의 감독 없이 본인이 직접 투약해서는 안됩니다.
학부모 뉴스레터
학부모 뉴스레터는 매월 Pupil-Path를 통해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또한 학교 웹사이트에도 게시될
것입니다. 이 뉴스레터의 목적은 본교의 각종 활동, 학사 일정을 알리고 학생들의 성취를 축하하는
소식을 알림으로써, 학교와 가정간의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뉴스레터에 기여하시기를 권장하며,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은 Ms.
Wittstruck에게 전화 718-657-3181번이나 이메일 bwittst@schools.nyc.gov로 연락하십시오.
학부모 교사회
본교 모든 학생들의 학부모는 자동적으로 본 협회의 멤버가 됩니다. PTA의 역할은 학생들의 교육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PTA에서는 PTA 보조를 필요로 하는 특정한 학생 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기금마련 활동을 실시합니다. 모든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 교육에 적극 참여하셔야 하며, PTA
회의 참석이야말로 가장 좋은 참여 방법입니다.

PTA 회의는 매월 첫째 화요일에 개최됩니다. 회의 공지는 전화 메신저를 통해 전달됩니다.
체육 수업 규정
본교 학생들은 졸업하기 위해 매 학기마다 체육 수업을 듣고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낙제할 경우,
학생은 같은 수업을 재수강 해야 합니다. 체육 수업에서는 반드시 체육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체육복은
메인오피스에서 판매합니다.
사진 공개 규정
학생들이 학교 관련 활동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되거나, 출간물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문서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양식은 매년 신입생들에게 배부됩니다.

프로그램 변경 규정
프로그램(수업시간표) 변경은 정정이 필요할 때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실시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스케줄에 나온 수업에만 들어갈 수 있으며, 프로그램 카드에 나온
과목에서만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생은 정정된 프로그램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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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는 반드시 현재 프로그램 상의 수업에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가이던스 카운슬러와 상담하십시오.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학생이 자신의 졸업요건과 관계 없는 이유로 AP 과목을 드랍하고 싶은 경우, 학생과, 학교장, 카운슬러,
학부모가 참여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학생의 과목 드랍 요청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공립학교 체육리그(PSAL) 팀 규칙
학생이 한 성적산정기간 동안 3개 이상의 수업에서 낙제하면 PSAL팀 참가 특혜가 중단되며, 다음
성적표 상에서 이들 과목을 통과하기 전에는 특혜가 개재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동안, 학생은 어떤
연습이나 경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한 성적산정기간 동안 2개 수업에서 낙제할 경우 학생은 유예명단에 오르고, 이 경우 오직
연습에만 참가할 수 있으며 다음 성적산정기간에서 해당 과목에 통과하기 전까지 경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정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불참자 명단에 오를 것입니다.

Pupil Path
Pupil Path는 QHSS 교사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성적 시스템입니다. 학생과 부모님들은 이것을 통해
온라인으로 성적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적에는 퀴즈, 단원 시험, 중간 시험, 학기말 시험, 프로젝트 성적,
리서치 리포트 성적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학부모/보호자께서는 가이던스 카운슬러로부터 코드를 받은
후에 https://pupilpath.skedula.com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QHSS의 모든 교사들은 이
온라인 성적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Pupil Path를 사용하여
이메일로 학부모님들께 연락할 수 있습니다.
성적표
성적표는 매 성적산정기간 말에 배부됩니다. 이 정보는 Pupil-path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표에 잘못된 점을 발견한 학생은 즉시 가이던스 카운슬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씨니어 시상식
매년 6월 말에는 QHSS 씨니어 시상식이 개최됩니다. 학업, 리더십, 커뮤니티 서비스 및/또는 체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씨니어들은 본 시상식에서 상을 받습니다. 매년 본교 졸업생의 90% 이상이
특별한 분야의 상을 받고 있습니다.
졸업 비용
모든 씨니어들은 졸업비용(Senior Due)을 납부해야 합니다. 졸업 비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씨니어
학년도가 시작될 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안내될 것입니다.
졸업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씨니어들은 반드시 씨니어 협약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씨니어 프롬
씨니어 프롬은 고등학교 생활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멀 디너와 댄스파티로 구성된 이 행사는
씨니어 학년도 말에 개최됩니다. 씨니어 학년도가 시작될 때, 학생들에게는 프롬에 관한 상세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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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가 안내될 것입니다. 졸업 비용 및/또는 프롬 티켓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씨니어 프롬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졸업반 학생은 씨니어 협약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프롬 및 기타 졸업반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학교 리더십팀(SLT)
학교 리더십 팀은 동등한 수의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 약간 명과 학교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리더십팀은 매월 첫째 화요일에 회의를 갖고 본교의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SLT 회의는 일반에
공개됩니다. 2017-2018 학년도 SLT 회의 일정은 본교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표준화 시험 & 일자:
표준화 시험은 특정 시기에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이 평가들은 사전에 정해진 교재의
내용을 시험합니다. NYS 리전트 시험도 표준화 시험 중 한 가지입니다. 뉴욕주의 모든 학생들은 특정
리전트 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할 것이 요구됩니다.

SAT I 및 ACT는 주니어 때 치르는 대입 시험입니다. 주니어 때 치른 이 시험들의 점수는 자동적으로
National Merit Scholarship Competition에 보내집니다. 경쟁이 치열한 대학교들은 대부분 SAT
Ii(과목) 시험도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 시험을 치르는 가장 좋은 시기는 해당 과목 수업을 마쳐서 아직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을 때입니다. 9학년, 10학년, 11학년은 PSAT 시험을 치릅니다.
이들 평가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학생 및/또는 학부모님들은 가이던스 카운슬러와
상의하십시오.
학생 활동
각종 학생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대학 진학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클럽이나 팀, 학생회, 커뮤니티
서비스 및/또는 학교 외부의 액티비티에 참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9학년 때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활동이 무엇이니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혜를 중지당한 학생은 처벌이 풀릴 때까지 어떤 체육/스포츠팀이나 학생활동에도 참가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학생회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한 데 모으고 전달하는 단체입니다. Coordinator of Student Activities
(COSA), 회장 및 부회장, 서기가 학생회 임원이 됩니다.

QHSS는 학생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회는 학교 커뮤니티와 협의하여 학교 활동을 조직하고
학생들의 주인의식과 리더십을 증대시키며 의견을 전달합니다.
학생 특혜
학생의 특혜란 팀, 클럽, 공연, 견학, 오케스트라, 신문, 학교앨범, 씨니어 프롬 등의 학교 댄스와 같은
모든 비 학업적 활동에 참가할 자격을 말하나 반드시 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학생 지원 서비스(Dean’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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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SS에는 학교 규정을 시행하는 Dean을 한 명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
훈육과 처벌을 실시하는 것은 가장 먼저 개개인의 교사들, 그리고 그 다음이 Dean입니다.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Dean에게 보고하십시오. Dean은 사소한 위반의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며, 정학 절차에서는 “검사”역할을 맡습니다. 페널티를 줄 때에는 Dean은 NYCDOE
훈육규정에 나온 점진적 훈육절차에 의거하여 결정합니다. 이 사실은 부모들에게도 통보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담당자와 면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위반행위의 경우, Dean은 학교장 및/또는
기타 행정가들과 의논할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위반(수업 무단결석, 디텐션 및 학생 특혜)의 경우,
학교에서는 관할 구역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학생 기록
학생의 공식 기록이 필요한 경우, 메인오피스의 Ms. Wittstruck에게 요청하십시오.
공부 습관

1. 학생들은 주간 활동 및 기타 주요한 의무를 위한 시간 안배를 잘 해야 합니다.
2. 가이던스 카운슬러, 교사 및 학교장과 또래 학생들은 여러분의 지원자가 될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조언과 도움을 구하십시오.
공부를 “마라톤”으로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짧은 공부시간을 가지십시오. 짧게 자주
공부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하루 일과가 끝나면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십시오.
3. 모든 수업에 참여하고 필기를 잘 하십시오.
4. 아파서 수업에 빠질 경우 Pupil-Path나 급우를 통해 숙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결석할 경우 앞의
“결석(Absence from School)” 항목을 참조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5. 매일 숙제를 완수하십시오. 모든 과제와 독서는 뒤쳐지지 마십시오.
6. 리서치 보고서, 프로젝트 및 기타 장기 과제는 주어진 시점부터 즉시 시작하십시오.
마십시오!

미루지

7. 가능하면 파트너나 스터디팀을 만들어 공부하십시오.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영구기록입니다. 이 문서에는 교사 성명, 과목 타이틀 및 여러분의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교사 의견은 성적증명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적증명서는 대학과 기타 고등교육기관 및 공식 기관에
보내집니다. 따라서 성적증명서는 매우 중요하며, 대학 입학시 여러분의 당락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급반 수업 성적 및 NYC 공립 중학교 재학 시 치른 NYS 리전트 성적 역시 성적증명서에 기재되며,
여러분의 GPA에 합산될 것입니다. 이 성적들은 자동으로 여러분의 중학교에서 QHSS로 이관됩니다.
본교에서는 이러한 성적을 고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 중학교에 연락하여 해당 정보의
정정을 요청하십시오. 사립 또는 NYC 학교가 아닌 곳에서 이수한 모든 고등학교 수업의 성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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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SS에서 여러분의 성적증명서에 추가할 것입니다. 성적 증명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가이던스
카운슬러에게 말하십시오.
무단결석 규정
학생들은 자신의 수업시간표에 있는 모든 수업에 정시에 출석해야 합니다. 학교에는 등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업에 불참한 경우 “cut”으로 간주됩니다. 수업에 불참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습관적 지각
역시 처벌 받습니다. 사건에 양해된 사유(예, 가이던스 카운슬러와의 면담 등)로 수업에 불참하거나
늦는 경우, 학생은 교사에게 적절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수업에 불참하는 학생은 처벌 외에도 학생 활동 및 견학에 참여할 수 있는 특혜를 중지
당합니다.
수석 졸업자(Valedictorian) 및 차석 졸업자(Salutatorian) 요건
수석졸업자(Valedictorian)의 영예는 7번째 학기 말에 졸업반 중에서 평균 학점(GPA)이 가장 높은
학생에게 수여됩니다. 차석졸업자(Salutatorian)의 영예는 7번째 학기 말에 졸업반 중에서 평균
학점(GPA)이 두 번째로 높은 학생에게 수여됩니다. 두 학생의 GPA가 동일할 경우, 둘 다 수석졸업으로
인정되며 이 때 차석졸업자는 없습니다.
또한 수석 및 차석 졸업자 모두 우수 리전트 졸업장 취득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성적 증명서 상에 가장
어려운 과목을 이수하였음이 명시되고, 씨니어 학년도에도 최소 한 과목 이상의 과학이나 수학 수업을
이수했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전반에 걸쳐 대부분을 홈스쿨링 한 학생은 수석이나 차석 졸업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방문객 규정
학부모/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외부 방문객은 반드시 정문 출입구를 통해 들어와 서명한 후 사진이 부착된
ID(운전면허증, 여권, 뉴욕주 ID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방문객들은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할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약속 없이 본교 캠퍼스를 방문한 방문객은, 원하는 교직원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님을 제외한 기타 방문객 규정에 관한 상세 정보는 본교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개인/신상정보 갱신
정확한 학생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명이나 집주소, 전화 번호와 같은 신상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즉기 학교에 알려 주십시오. 정보 변경 요청은 메인오피스의 Ms. Wittstruck에게 하십시오.
취업 신청서(Working Papers)
취업신청서가 필요한 학생은 메인오피스의 Ms. Wittstruck에게서 받아 가십시오.
졸업앨범
씨니어 어드바이저인 Ms. Solis가 졸업앨범 지도교사를 맞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Ms.
Solis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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