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ent-Student Handbook
The Policy Guide for Parents & Students is a guide. While numerous situations have
been discussed and guidelines given, it would be impossible to address every situation.
Therefore, the Principal reserves the right to make decisions based on the circumstances
and the individuals involved. Please do not ask the school to do anything against policy.

규정 지침서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위한 하나의 가이드입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의논되고 지침서가 배포

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다 포함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장선생님에게는 각

각의 정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규정에 반하는 일을 하

도록 학교에 요구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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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Yantai American School (YAS):

I am honored that you have decided to join our community of learners.

As a parent I certainly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selecting a school for your child.

I appreciate that you are placing your trust in us and we take our responsibility for
your child’s education very seriously.

From our beginning in the fall of 2006 until now we are committed to academic
excellence in a caring environment.

We are blessed with excellent teachers and diligently recruit and retain the best
teachers we can for our YAS students.

YAS is a special place we are a “Third Culture Community”. For your child this will
be more than just a school, it will be the center of their life and social circle. Many of
our parents also find their community in Yantai through the school. We look forward
to the growth of our relationship with you.

Having now been operating for twelve years, we can see that a YAS education is
providing good results for the students. They leave us better equipped academically
and with fond memories of an outstanding education in a warm environment.

While, we are proud of our accomplishments of the past, we are excited about our
plans for improvement and becoming even better in the future.

Welcome,

Steve Costa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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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미국학교(YA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학교와 함께 하기로 결정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한 사람의 부모로서 저 역시 자녀의 학교를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

습니다. 저희 학교를 신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 드리며 여러분들의 신뢰에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

들 교육에 더욱 힘쓰도록 할 것입니다.

2006 년 처음 학교가 시작 될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학문적으로 탁월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주

력해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탁월한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훌륭한 선생님들을 찾고 유

지하는 데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YAS 는 특별한 의미의 “Third Culture Community”입니다. 자녀분들에게 이 곳은 단지 학교가 아닌

자신들 삶의 중심이자 사회적 공통체가 될 것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 또한 학교를 통해 이 곳 옌타

이에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찾고자 합니다. 연대미국학교는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2 년간 학교를 운영하는 가운데 저희는 YAS 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맺는 모습

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따뜻한 공동체와 훌륭한 교육 환경 안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학문적

으로 잘 갖춰진 상태로 학교를 떠납니다.

이러한 많은 성과들을 지켜보면서 향후 발전을 위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과 미래에 이루어질

더 많은 성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환영의 마음을 담아

Steve Co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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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사명

YAS exists to provide an excellent education in an enriching environment.

YAS는 높은 수준의 교육 환경 안에서 탁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Motto 좌우명

Encouraging wisdom. Elevating intellect. Emphasizing excellence.

지혜를 추구하고. 지능을 향상 시키며. 훌륭함을 강조합니다.

Contact Information 연락처

Costa Steve Principal costainyantai@yahoo.com

Bowen Brook School Counselor ms.bowen.yas@outlook.com

Kai Li Zhang Director of Admissions kzhang.yas@outlook.com

Kai Li Zhang Director of Finance kzhang.yas@outlook.com

History 학교 역사

Mr. Costa, with almost no financial means, founded Yantai American School in September 2006. With

nine students, YAS (then Yantai Academy) started holding classes in a two bedroom apartment in

Huang Hai. The staff consisted of Mr. Costa, one paid American teacher, and parent volunteers.

설립자이신 Mr. Costa 이사장님께서는 재정적 수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2006년 9월에 연대미국 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9명의 학생들과 연대미국학교 (당시 연대 아카데미)는 Huang Hai 에 위치한 침실 2개가

있는 아파트에서 수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직원은 Mr. Costa, 미국 교사 한명, 그리고 학부모 지원

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Accreditation 인가

Yantai American School is accredited by the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

through June 30, 2021. YAS received initial accreditation in August 2012.

연대미국학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로부터 인가되어 있

습니다. 참고로 YAS는 2012년 8월에 처음으로 WASC 승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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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WASC

The Accrediting Commission for Schools,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ACS WASC) is

one of the six regional accrediting associations recognized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The Accrediting Commission for Schools, WASC, extends its services to over 4,500 public,

independent, church-related, and proprietary pre-K–12 and adult schools, works with 16 associations in

joint accreditation processes, and collaborates with other educational organizations.

The ACS WASC accreditation process fosters excellence in elementary, secondary, and adult education

by encouraging school improvement. WASC accreditation recognizes schools that meet an acceptable

level of quality, by established, research-based WASC criteria.

학교들을 인가하는 위원회인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ACS WASC) 는 미국 교육부

에서 인정하는 6 개의 지역별 인가 위원회중 하나입니다. WASC 는 4,500 개의 공립, 사립, 교회-관련,

그리고 개인소유의 학교부터 성인 학교까지 인가범위를 넓혔고 16 개의 협의회와 함께 협력하며 인가업

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CS WASC Accreditation 과정은 학교들의 발전을 격려함으로써 초등, 중고등 및 성인 교육에서의 우수

함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교육의 질과 WASC 기준에 맞는 학교들만 WASC 의 인

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ntrance Requirements 입학 요건

Foreign Passport 외국인 여권

All students must have a non-Chinese passport.

모든 학생들은 외국인(비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nglish Exam 영어 레벨 테스트

Non-native English speakers must take an entrance exam in English.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은 모두 영어 레벨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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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munity of Mariners 항해자들의 커뮤니티

YAS is committed to building a community that emphasizes good character. Using a compass as our

guide (North, South, East, and West), our community is one that NURTURES, emphasizes

EXCELLENCE, promotes WISDOM, and has the STRENGTH of mind, body, and character.

YAS 는 훌륭한 성품을 강조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주력합니다. 우리는 compass guide 를 기반으로

하여, 양육하는 공동체, 탁월함을 강조하는 공동체, 지혜를 향상시키는 공동체, 마음과 몸과 인성을 건강

하게 하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Mariner Report Card

Students will receive a character-based report card along with the academic report card.

학생들은 학습 성적표와 함께 성품을 기반으로 한 아래 형식의 리포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

4 3 2 1

Nurture “Participation”

Contributing in positive

ways and relying on

knowledge, reason, and

experiences to meet

challenges.

The student is engaged

in classroom activities

and discussion without

being asked as

evidenced by listening,

contributing, and asking

questions.

The student is engaged in

classroom activities when

asked as evidenced by

listening, contributing, and

asking questions.

The student engages in

classroom activities and

discussions only when

required to do so or

when the request

involves a disciplinary

referral.

The student refuses to

engage in classroom

activities and discussions.

양육 “참여”

긍정적인 기여를 하며,

지식, 타당한 이유와 경

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맞섬

본 학생은 주도적인 자세

로 경청하고 기여하고 질

문함으로 수업 활동과 토

론에 참여함

본 학생은 요구되는 상황

에서 경청하고 기여하고

질문함으로 수업 활동과

상 토론에 참여함.

본 학생은 꼭 필요로 할

때, 혹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황에서만 수업

활동과 토론에 참여함.

본 학생은 수업 활동과 토

론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함

Excellence

“Assignments”

Taking personal

responsibility and

applying our best efforts.

The student turns in

assignments on time and

exceeds the required

quality.

The student turns in

assignments on time and

meets the required quality.

The student turns in

assignments on time or

meets the required

quality.

The students assignments

are not on time and do not

meet the required quality.

훌륭함

“숙제”

본 학생은 숙제를 제때

내며, 요구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본 학생은 숙제를 제때

내며, 요구했던 사항을

본 학생은 숙제를 제때

내거나 또는 요구했던

본 학생은 숙제를 제때 내

지 않으며 요구사항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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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함

보임 고려하여 제출함. 사항에 맞게 제출함. 않게 제출함.

Strength

“Behavior”

Distinguishing right from

wrong and promoting

what’s right regardless of

the cost or effort.

The student follows

school rules, group goals,

and procedures without

being reminded.

The student follows school

rules, group goals, and

procedures when

reminded.

The student often does

not follow school rules,

group goals, and

procedures without

being told.

The student has received

numerous disciplinary

actions due to not following

school rules, group goals,

and procedures.

힘 / 기운

“행동”

옳고 그른것을 판단할 줄 알

며, 어느 댓가가 따르던 옳

은 선택을 함.

본 학생은 상기시켜 주지

않아도 학교의 규칙을 따

르며 단체의 목표를 항상

인식하고 있음.

본 학생은 상기 시켜줬을

때 학교의 규칙을 지키며

단체의 목표를 인식함.

본 학생은 여러 번 학교

의 규칙을 어겼으며 단

체의 목표와 질서를 따

르지 않음

본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어기고 단체의 목표를 무시

하였으므로, 여러번 징계를

받음.

Wisdom

“Preparedness”

Understanding the

effects that personal

choices have on the

community.

The student is always on

time to class and is

prepared for class with

required materials.

The student is almost

always prompt to class

and prepared for class

with required class

materials.

The student is

sometimes late to class

or sometimes is not

prepared for class with

required materials.

The student is regularly late

to class and/or regularly

unprepared for class with

required materials.

지혜

“준비성”

개인이 하는 선택이 커

뮤니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이해함.

본 학생은 항상 수업시간

에 늦지 않으며 요구한

준비물을 잘 챙겨옴

본 학생은 대부분 수업시

간에 늦지 않으며 요구한

준비물을 잘챙겨옴

본 학생은 가끔 수업시

간에 늦거나 요구한 준

비물들을 가져오지 않음

본 학생은 주기적으로 수업

시간에 늦었거나 요구한 준

비물들을 가져오지 않음.

Absences 결석처리

Students are allowed 10 absences per semester per period. Every 3 tardies is equal to 1 absence.

학생들은 한 학기에 최대 10번까지 결석이 허용됩니다. 세 번의 지각은 한 번의 결석에 해당됩니다.

Students going beyond 10 absences will receive an Incomplete for that period/grade that semester.

10 번을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들은 해당 학기의 과목/학년이 미 이수 됩니다.



Yantai

American 11

Tests and University Visits 시험, 대학 방문

High School Students have 5 additional absences each semester to be used for testing or college visits.

These days have to be preapproved by the principal.

고등학교 학생들은 시험이나 대학 방문을 위해 각 학기 별 5 번의 추가 결석이 허용됩니다. 해당 결석은

교장선생님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Grade Placement 학년배치

YAS uses an American school calendar year, which begins in August and finishes in June. Grade

placement is based on the following ages reached by September 1 or credits earned by the start of school.

YAS 는 미국의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되며, 이에 따라 새 학년은 8월에 시작, 6 월에 마칩니다. 학년 배

치는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나이를 계산하거나 또는 이수한 학점을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Kindergarten: Age 5

First: Age 6

Second: Age 7

Third: Age 8

Fourth: Age 9

Fifth: Age 10

Sixth: Age 11

Seventh: Age 12

Eight: Age 13

Ninth: Age 14

Tenth: 6 credits학점

Eleventh: 12 credits학점

Twelfth: 18 credits 학점

School Records 학교 성적 기록

School records need to be requested 3 business days in advance. Ten transcripts will be processed free

of charge. Additional transcripts will be processed for 50RMB.

학교 성적 기록(성적 증명서)는 근무일 기준 3일전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주말 및 휴일 제외). 성적 증

명서는 10부까지 무료이며, 추가 요청 시 한 부 당 50RMB 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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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Players 음악 청취

Students are not able to listen to music using a personal device during school except in the library.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동안 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음악을 들을 수 없습니다.

Cell Phones 휴대폰

Personal cell phones are permitted. They must be turned off (not on silent or vibration) during the

school day. If a student needs to use a phone during the school day, they may use a school phone.

휴대폰은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있는 동안 전원이 꺼져 있어야 합니다. (음소거나 진동은

안됩니다.) 만약 학생이 학교에 있는 동안 전화 사용이 필요하다면 학교 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학생 - 선생님의 관계

Teachers are teachers, and their role is not that of parent or friend. All staff are to be addressed by students

asMr., Mrs., Miss, Ms., or Dr.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부모님이나 친구가 아닌 ‘선생님’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모든 학교 직원들에게

Mr., Mrs., Miss, Ms., 또는 Dr. 라는 호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Parent/Student-Teacher Communication 부모님/학생 - 선생님 소통

 Students and parents should not call or text teachers.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서는 안됩니다.

 Teachers should not give their phone numbers to students or parents.

 선생님들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에게 주어서는 안됩니다.

 Teachers should not be sending non-school related emails to students or parents.

 선생님들은 학교와 관계없는 이메일들을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에게 보내서는 안됩니다.

School Bus 통학 버스

Basic information about the bus

1. School very rarely changes seats.

2. Be on time. Bus does no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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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nly students and YAS staff are allowed on.

4. Only get on/off at assigned stops.

5. Not allowed to ride a different bus without permission from the school.

6. Don’t contact the bus duty teacher directly. Contact the school.

7. Air conditioner should be on in August, late May, and June.

8. Bus time coming home is an approximation. Be early to pick-up your child.

9. The school assumes no liability for the passenger safety. All ride at their own risk.

1. 버스 좌석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2. 탑승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3. 버스에는 YAS 학생과 학교 직원만 탑승 가능합니다.

4. 지정된 장소에서만 버스에 승차 및 하차할 수 있습니다.

5. 학교의 허락 없이 지정되지 않은 버스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6. 버스 담당 선생님께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연락은 학교로 하시기 바랍니다.

7. 버스 내 에어컨은 8월, 5 월 말과 6월에 작동됩니다.

8. 버스 도착 시간은 예상 시간일 뿐입니다. 자녀분 픽업 시 일찍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학교는 탑승자의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탑승자는 자신의 위험을 부담합니

다.

Rules enforced by the bus duty teacher

1. English Only.

2. Stay in assigned seat.

3. Follow directions.

4. Respect other students.

5. May not talk on the phone or video the bus ride.

6. Keep all limbs and head inside the bus.

7. Snacks are allowed. Students may drink water only.

8. All trash must be discarded. Do not leave trash on the bus.

1. 영어로만 말해야 합니다.

2. 지정된 자석에 앉아야 합니다.

3.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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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학생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5. 버스 안에서는 통화와 비디오 촬영이 금지됩니다.

6. 팔다리와 머리를 버스 밖으로 내밀면 안됩니다.

7. 간식은 먹을 수 있으며 음료는 물만 가능합니다.

8. 버스 안에 쓰레기를 둘 수 없습니다. 모든 쓰레기는 스스로 치웁니다.

Students that don’t follow the rules will be suspended from the bus.

위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학생들은 버스탑승이 금지됩니다.

An administrator could fully revoke the student’s privilege of riding the bus.

담당자는 버스 탑승을 허가하지 않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Seat Changes

The school does not change seats for the following reasons: student doesn’t like seat partner, wants to sit

by someone else, or because they got into an argument.

학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는 좌석 교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 학생이 좌석 파트너를 싫어한다, 다른 학

생과 앉고 싶다, 혹은 서로 말다툼이나 싸움이 있었다 등등.

To discuss your child’s seat, please contact Ms. Liu.

학생의 좌석에 대해 의논하고자 하시는 경우 Ms.Liu 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Special Note for K-2 Parents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께 당부드리는 말씀

 A parent/guardian needs to pick them up, unless an older sibling is with them.

 Be 5+ minutes early to pick them up.

 If a parent/sibling is not present, the bus will go towards its final stop.

 The school will contact you, and you can pick your child up at the final stop.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학부모/보호자가 꼭 픽업 해주셔야 합니다.

 자녀의 픽업 시 5분 전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픽업 장소에 보호자/학부모 혹은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버스는 마지막 하차 장소로 가게 됩니다.

 이 경우 학교는 학부모님께 연락 드릴 것이며, 학부모님은 학생을 마지막 하자 장소에서 픽업 하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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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SIS 성적 관리 시스템

The school uses an online management system to track student attendance, as well as report student

grades. The teachers input grades regularly for grades 3+. If you forgot your password, please email

admissions@ytamerican.com

학교는 학생의 출석 성적 관리를 위해 온라인 성적 관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3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이 등록됩니다. 비밀번호를 잊으신 경우 info@ytamerican.com 으로 메일 주

시기 바랍니다.

https://yantai.cloud.opensis.com

English-Only Rule 영어만 써야 하는 규칙

Students will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using only English while at school, on official school

functions, and on the bus to and from school. The reasons for this policy:

1. Safety and Supervision of Students

2. Students Not Excluded

3. Students are Taught Using English

In some circumstances, there are benefits of utilizing the students’ native languages in the classroom,

particularly with lower-level English language learners. That’s why teachers are encouraged to use the

students’ native languages for the edification of students. This is done at the direction of the teacher.

Students that break the English-Only Rule will be given after school detention (3:00-4:00). Parents will

need to arrange transportation for their children.

학생들은 학교, 학교 공식 행사, 그리고 학교 버스에서 서로 대화할 때 영어만 써야 합니다. 이 규칙의

이유는:

mailto:admissions@ytameric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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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들의 안전과 지도

2. 학생들의 소외를 방지

3.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

경우에 따라, 특별히 영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는 경우 교실에서 학생들이 모국어를 쓰는 것이 필

요한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학생이 모국어를 쓸 수 있도록 허용

하기도 합니다. 단 이는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진행됩니다.

영어만 쓰는 규칙을 어기는 학생들은 3:00-4:00 까지 방과후에 남게 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의

교통수단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School Lunch 학교 점심

Lunch needs to be paid for in advanced in the morning before 9 a.m. students can pay for lunch with

ID card school issued before. Student need to check the left money in their ID card. On every

Monday and Wednesday Korean lunch will be served and school sends the Korean lunch sign up

form at the end week of every weeks. Please fill out this sign up form and turn it in with money to

information desk. Chinese lunch will be served without filling out sign-up, but parents have to pay in

round numbers such as 200 or 400 RMB including Korean lunch fee.

점심 도시락 티켓은 매일 오전 9시 전에 구입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발급한 ID 카드를 이용하여

도시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한국 점심 도시락이 제공되며 매 월 마지막 주

에 다음달 한국 도시락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에 메뉴를 선택하시고 사인하셔서 안내데스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도시락은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입할 수 있으며 부모님들께서는 한국

도시락 비용을 포함해서 200 원 또는 400 원 정도 단위의 돈을 미리 ID 카드에 충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Student Discipline 학생 처벌

Obedience 순종

Obey school rules and teacher directions promptly.

학생들은 학교의 규칙과 선생님의 지도에 즉시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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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fulness 배려 / 존중

Respect all staff and other students. The school has no tolerance for bullying.

학교 내 모든 직원과 다른 학생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학교는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

니다.

Consequences for Bullying

The principal may amend the procedure as needed, including immediate expulsion for a first offense.

 First Offense: in-school suspension

 Second Offense: out of school suspension

 Third Offense: expulsion

Bullying(괴롭힘)에 대한 처벌

교장 선생님에게는 상황에 따라 아래의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퇴학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차 발생 시 : 학교 내 정학 (학교에 오지만 수업을 들을 수 없음)

 2차 발생 시 : 학교 외 정학 (학교에 올 수 없음)

 3차 발생 시 : 퇴학

Photographs 사진

The school will use photos taken at school and on school events as it deems appropriate.

학교 및 학교 행사에서 찍은 사진들이 적절해 보이는 경우 학교는 해당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edication 투약

Elementary students need to have their medication brought to the office with a note that includes what

the medicine is for, the dosage, and times the medication needs to be taken. An office staff member

will administer the medicine.

초등학교 학생들은 약에 대한 설명, 복용량, 복용 시간이 표시된 메모와 함께 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학교 사무실 직원은 그에 따라 약을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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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students are to keep medication with them and are responsible for taking it at the prescribed

time. They should submit a form from their parents if taking medications at school with information

of the dosage and the times, and purpose of medication.

중고등 학생들은 자신이 약을 소지해야 하며 처방된 시간에 스스로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

내에서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학부모님은 복용하는 약에 대한 설명, 복용량, 복용 시간, 복용 목적 등

의 정보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Library 도서관

Students may checkout up to three books for two weeks. There is a late fee of 1RMB/day.

학생들은 2주동안 책을 세 권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반납 지연 시 하루 당 1RMB의 연체료를 내야합니

다.

Elementary 초등학생
Note that daily schedules can change. 일일 스케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Kindergarten 유치원

Langauge 언어

The student will be immersed in a print-rich environment to develop oral language skills, phonological

awareness, print awareness, vocabulary, comprehension, and an appreciation for literature. The reading

of fiction and nonfiction texts will enable students to develop an awareness of print materials as sources

of information and enjoyment. The kindergarten student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use words that

describe people, places, and events. The student will recognize and print letters of the alphabet, use the

basic phonetic principles of identifying and writing beginning sounds, identify story elements, and

communicate ideas through pictures and writing.

학생들의 일상어 구사 능력, 음운론 인지, 인쇄물 인지, 단어, 이해, 및 문학에 대한 공감 능력을 발전시

키기 위해 많은 환경에 글자를 노출 시킵니다. 소설과 논픽션은 학생들의 지식 습득력을 발달시키고 인

쇄물 인지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유치원 학생들은 사람, 장소, 및 사건을 설명하는 단어를 배울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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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알파벳을 알아보고 쓰고, 소리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발음 능력을 기르고, 이야

기 구성에 대해 알게되며, 그림과 글을 통해 생각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Math 수학

The math curriculum is American first grade curriculum. Students develop strategies for adding and

subtracting whole numbers based on their prior work with small numbers. They use a variety of models,

include discrete objects and lengthbased models (e.g. cubes connected to form lengths), and properties

of addition to model add-on, take-from, put-together, take-apart, and compare situations to develop

meaning for the operations of addition and subtraction, and to develop strategies to solve arithmetic

problems with these operations. By comparing strategies, students build thei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ddition and subtraction.. Students develop and use efficient, accurate, and

generalizable methods to add within 100 and subtract multiples of 10. They think of whole numbers

between 10 and 100 in terms of tens and ones, especially recognizing the numbers 11 to 19 as composed

of a ten and some ones. Students come to understand the order of counting numbers and their relative

magnitudes. Students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and processes of measurement and

compose and decompose plane (or solid) figures and build understanding of part-whole relationships as

well as the properties of the original and composite shapes.

유치원의 수학 커리큘럼은 미국 1학년 커리큘럼 입니다. 학생들은 작은 정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다양한 물건과 길이 관련 모델 (예를 들면 길이를 늘리기 위해 붙은 큐브), 그

리고 덧셈의 특징으로 모델에 더하기, 가져가기, 붙이기, 떼어 내기, 그리고 다양한 상황들을 비교해서

덧셈과 뺄셈의 의미를 알고 산수 문제를 풀기 위한 능력을 키울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비교하면서,

학생들은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배울 것입니다. 학생들은 효율적이고, 정확하고, 일반적인 방식을 사용해

서 백의 자리 숫자를 더하고 십의 자리 숫자를 뺄 것 입니다. 그들은 10 과 100 사이의 자연수와 십의자

리, 일의자리 숫자, 특히 11 에서 19같이 십의 자리와 일의 자리가 섞인 숫자들을 알게 될 것 입니다.

학생들은 숫자를 세는 법과 상대적인 크기를 이해할 것 입니다. 학생들은 측정과 평면 (혹은 고체) 모형

들을 구성 혹은 분해하는것, 그리고 부분과 전체의 관계와 도형의 원형 및 합성 도형들에 대해 이해하게

될 것 입니다

Science 과학

Special emphasis is placed on wonder, discovery, questioning and using the senses. By applying scientific

concepts to objects and situations that are familiar to them, kindergarten students draw conclusions

between what they learn in the classroom and what they find in their own lives. Students discover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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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consists of a way of thinking and investigating as well as acquiring a growing body of knowledge

about the natural world. Kindergarten focuses on classification and patterns; measuring in nonstandard

units; five senses; magnetism; physical properties of water; life processes of plants and animals; shadows;

changes; cycles and patterns found in daily life; and recycling.

과학 과목의 요점은 경의로움, 발견, 질문, 그리고 감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물체와

상황들에 과학적인 개념을 적용시키면서 유치원생들은 그들이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들과 살면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방법과 조사하는 법, 그리

고 자연 세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유치원 학생들은 분류과 패턴, 비표준적인

단위로 측정하기, 자력, 물의 물리적 측정, 식물과 동물의 생태 프로세스, 그림자, 변화, 일상 생활의 생

활 주기와 패턴, 그리고 재활용등 대해 중점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Social Studies 사회

History is the story of the past and describes other times and places. Geography is the location of people,

places, and things in time and place. Students learn to use basic map and globe skills. Economics is using

money to buy or to sell goods and services. The study of world culture is understanding and respecting

other people. Civics is the study of citizenship, rules, and respect for one another.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이며, 다른 시간과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리는 사람, 지역, 그리고 물건들의

시간과 위치를 논합니다. 학생들은 기본적인 지도와 지구본 활용 능력을 배웁니다. 경제는 돈을 쓰는 법,

물건을 구매 혹은 판매하는 것, 그리고 서비스를 배우는 학문입니다. 세계 문화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

고 존경하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윤리는 시민정신, 규칙,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배웁니다.

First Grade 1학년

Langauge 언어

The Grade 1 English program promotes effective oral and written communication. The program is

based on the writing process with all grammar, usage, mechanics, and spelling skills introduced, practiced

and reviewed in the context of writing. Writing skills are taught through mini-lessons and conferences.

Reinforcement is provided through pre-writing, drafting, revising, editing, and publishing activities.

Daily formal and informal speaking opportunities develop oral language skills. Manuscript (printing)

skills are introduced with emphasis on legibility and consistency of letter formation and sp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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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년 영어는 말과 글을 이용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은 올바른 문법, 어법, 매커니즘, 그리고 스펠링을 이용하여 글을 쓰고 연습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글쓰

기는 토론과 미니레슨을 통해 훈련됩니다. 또한 글쓰기 전에 생각 정리하기, 대략적으로 써보기, 수정하

기, 편집하기 등의 활동들을 통해서 글쓰기 능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또한 매일 공식적인(정중한) 표현을

사용한 일상 대화를 통해서 말하기 능력을 키웁니다. 손으로 글쓰는 연습은 가독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

을 두고 글자의 형성과 간격의 일관성을 키울 수 있게 합니다.

Math 수학

Grade 1 uses American Grade 2 materials to build upon essential mathematics concepts using a

combination of manipulative and mental processes. Key areas of study include numeration through

1,000, addition and subtraction as inverse operations and regrouping, inequalities (, ), ordinal

numeration, multiplication, measurement, time, money, estimation, polygons, perimeter, and fractions.

Thinking skills are further developed through mental arithmetic, making change, visualization, record

keeping, data collection, and graphing.

1 학년들은 미국 학제 기준의 2학년 재료를 사용하여 조작과 암산 등의 필수적인 수학 개념을 배웁니다.

학습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천자리의 덧셈과 뺄셈, 또 역수와 조합하기, 부등식 (<,>), 진수, 곱셈,

측정, 시간, 돈, 예측, 다각형, 둘레, 및 분수 입니다. 또한 산술, 변화 만들기, 시각화, 기록 쓰기, 기록

모으기, 및 그래프를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Science 과학

In science, emphasis is placed on the inquiry process, developing investigative skills and understanding

the nature of science. Instruction centers on developing student understanding of the movement of

objects in response to forces; vibration and the production of sound; properties of water and how other

substances interact with water; plant structures, functions and lif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animals

and their life needs. Students also develop understanding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n and

Earth; weather and seasonal changes; and that natural resources are limited.

과학에서는 연구 과정, 조사 능력, 그리고 과학의 근본적 이해에 중점을 둡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힘의 반응에 의한 물체의 움직임; 소리의 진동과 만들어짐; 물의 성질과 물질들이 물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 식물 구조, 생명의 기능과 과정; 그리고 동물들의 특징과 그들이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집중적으

로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또한 태양과 지구의 관계, 날씨와 계절에 따른 변화; 그리고 한정된 천연 자원

에 대해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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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tudies 사회

Students will learn to recognize basic map symbols and to construct a simple map of a familiar area. The

students will study the economic concepts of goods and services, buyers and sellers, and making

economic choices. Students will learn to apply the traits of a good citizen and recognize that

communities include people who have diverse ethnic origins, customs, and traditions, who make

contributions to their communities.

학생들은 기본적인 지도 부호와 익숙한 지역의 간단한 지도를 제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학생들은 상품

과 서비스의 경제적인 개념, 구매자와 판매자, 그리고 경제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배웁니다. 학생들은 올

바른 시민의 특성을 배우고 각 지역의 다양한 인종, 관습, 문화의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에 기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Second Grade 2학년

Langauge 언어

The Grade 2 English program promotes effective oral and written communication. The program is

based on the writing process with all grammar, usage, mechanics, and spelling skills introduced, practiced

and reviewed in the context of writing. Writing skills are taught through mini-lessons and conferences.

Reinforcement is provided through pre-writing, drafting, revising, editing, and publishing activities.

Oral language and listening skills are developed through daily formal and informal speaking

opportunities. Manuscript (printing) skills are reinforced with an emphasis on legibility and consistency

of letter formation and spacing.

2 학년 영어는 말하기와 쓰기를 이용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발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프로

그램은 올바른 문법, 어법, 매커니즘 그리고 스펠링을 이용하여 글을 쓰고 연습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글

쓰기는 토론과 미니레슨을 통해 훈련되고, 글쓰기 전에 생각하기, 대략적으로 써보기, 수정하기, 편집하

기 등의 활동들을 통해서 강화됩니다. 또한 매일 공식적인 표현을 이용한 대화 및 일상적인 대화를 통하

여 말하기 능력을 키웁니다. 손으로 쓰는 연습은 가독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며 글자의 형성과 간

격의 일관성을 키웁니다.

Math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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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2 uses American Grade 3 materials to enhance their mathematics foundation and move toward

more consistent use of mental computation. Key areas of study include place value, rounding numbers,

developing fluency with multiplication and division facts, area, time, money, solid shapes, lines, angles,

congruence, and addition and subtraction of fractions and decimals using manipulatives.

Experimentation, simulation, modeling, extending patterns, and logical deduction processes expand

problem solving capabilities. Students relate mathematics to other areas of curriculum and identify real

life applications of mathematics concepts, such as making change, telling time, and reading

thermometers.

2 학년 학생들은 미국 학제 기준 3학년 도구를 이용하여 수학적인 토대를 키우고 암산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반올림, 곱셈과 나눗셈, 넓이, 시간, 돈, 도형, 선, 각도, 합동, 및 조작을 통한 분수와 소수의 덧

셈과 뺄셈을 집중적으로 배워 능숙해지도록 합니다. 실험, 시뮬레이션, 모델 만들기, 도형 확장하기, 논리

적인 추론과정은 문제 푸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학생들은 수학을 다른 과목에도 적용시키고 수학적 개

념을, 예를 들면 변화 만들기, 시간 말하기, 그리고 온도계 읽기 등 실제 생활에서 적용시키는 것을 배웁

니다.

Science 과학

In science, emphasis is placed on the inquiry process, developing investigative skills and understanding

the nature of science. Instruction centers on developing student understanding of properties of matter,

including solids, liquids and gases; plant and animal life cycles; living systems and their interactions with

nonliving things; weather and weather patterns; effects of weather and seasonal change on plants,

animals and the environment; and the importance of plants as natural resources.

과학에서는 연구 과정, 조사 능력, 그리고 과학의 근본적 이해에 중점을 둡니다. 선생님들은 고체, 액체,

기체를 포함한 물질의 특성, 식물과 동물의 삶의 과정, 생명 시스템 및 그것들의 살아있지 않는 것들과의

상호작용; 날씨와 날씨간의 패턴, 날씨의 효과와 계절에 따른 식물, 동물, 및 환경의 변화, 그리고 자연

자원에 있어서의 식물의 중요함을 배웁니다.

Social Studies 사회

Students will continue to develop map skills and demonstrate an understanding of basic economic

concepts. The students will identify selected individuals who have worked to improve the lives of others.

The students will further their study on the economic concepts of goods and services, buyers and sellers,

and making economic choices. Students will apply the traits of a good citizen and recognize that

communities include people who have diverse ethnic origins, customs, and traditions, who make

contributions to their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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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지도를 만드는 능력과 기본적인 경제 개념을 발달시키는 부분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 배우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물건과 서비스, 소비자와 판매자, 경제적인 결정을 하는 등의 경제 개념을 배울 것 입니

다. 학생들은 올바른 시민의 특성을 배우고 다양한 인종, 관습, 그리고 문화의 사람들이 각 지역에 기여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Third Grade 3학년

Langauge 언어

The Grade 3 English program promotes effective oral and written communication. The program is

based on the writing process with all grammar, usage, mechanics, and spelling skills introduced, practiced

and reviewed in the context of writing. Writing skills are taught through mini-lessons and conferences.

Reinforcement is provided through pre-writing, drafting, revising, editing, and publishing activities.

Daily formal and informal speaking opportunities develop oral language and listening skills.

Handwriting skills are practiced with an emphasis on legibility and consistency of letter formation and

spacing.

3 학년 영어는 말하기와 쓰기를 이용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발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프로

그램은 올바른 문법, 어법, 매커니즘 그리고 스펠링을 이용하여 글을 쓰고 연습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글

쓰기는 토론과 미니레슨을 통해 훈련되고, 글쓰기 전에 생각하기, 대략적으로 써보기, 수정하기, 편집하

기 등의 활동들을 통해서 강화됩니다. 또한 매일 공식적인 표현을 이용한 대화 및 일상적인 대화를 통하

여 말하기 능력을 키웁니다. 손으로 쓰는 연습은 가독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며 글자의 형성과 간

격의 일관성을 키웁니다.

Math 수학

Grade 3 uses American Grade 4 materials. Students learn comparison and place value of numbers,

rounding, comparison of fractions, identification of equivalent fractions, rounding of decimals, use of

calculators in estimation, simple division, addition of fractions with unlike denominators, estimation and

measurement of weights, lengths, and volumes, measurement of perimeter of geometric shapes,

identification of rays, points, and segments, determination of parallel and perpendicular lines, and the

use of rules (or functions) in solving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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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년 학생들은 미국 학제 기준 4학년 자료를 사용합니다. 학생들은 비교와 숫자의 값, 반올림, 분수의

비교, 같은 분수 인식, 소수의 반올림, 계산에서 계산기의 활용, 간단한 나눗셈,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예측, 그리고 무게, 길이, 부피의 측정과 예상, 기하학적 도형 둘레의 측정, 선, 점, 그리고 부분의 인식,

평행과 수직의 선분 확인,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 법칙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Science 과학

In science, emphasis is placed on the inquiry process, developing investigative skills and understanding

the nature of science. Instruction centers on developing student understanding of the physical properties

of objects; animal behavioral and physical adaptations and response to the environment; relationships

among organisms in aquatic and terrestrial food chains; soil, its origins and importance to living things;

patterns and cycles in nature; plant and animal life cycles; the water cycle and the importance of water to

living things; how natural events and human actions can affect species; how magnets attract and repel;

and the importance of sources of energy.

과학에서는 연구 과정, 조사 능력, 그리고 과학의 근본적 이해에 중점을 둡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물체의 물리적 성질, 동물 행동과 환경에 대한 적응과 반응, 물에서 자라는 생물의 관계와 육지에서의 먹

이연쇄, 흙의 기원과 생명체의 중요성, 자연세계의 패턴과 과정, 식물과 동물의 삶의 과정, 물의 순환과

생명체에 있어서의 물의 중요성, 자연적 사건이 종에게 끼치는 영향, 자석들의 끌어당기는 것과 밀어내는

것, 그리고 에너지 원천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Social Studies 사회

The focus in Grade 3 is history through the study of Africa. Geography and the Earth’s physical

environments--how human activities help shape the Earth’s surface, human settlements and structures,

and how human activities are influenced by the Earth’s physical features and processes--will also be

studied. Students will develop a respect for the views and rights of others as a part of democratic

society, as well as the function of local government.

3 학년 학생들은 아프리카의 역사에 중점을 둡니다. 지리와 지구의 물리적 환경 – 인간활동이 지구의 표

면을 바꾸는데 한 역할, 인간 정착과 구조, 그리고 지구의 물리적 특성과 과정에 영향 받는 인간 활동 등

을 공부하게 될 것 입니다. 학생들은 사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 권리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지역

정부의 기능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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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Grade 4 학년

Langauge 언어

The Grade 4 English program promotes effective oral and written communication. The program is

based on the writing process with all grammar, usage, mechanics, and spelling skills introduced, practiced,

and reviewed in the context of writing. Writing skills are taught through mini-lessons and conferences.

Reinforcement is provided through pre-writing, drafting, revising, editing, and publishing activities.

Daily formal and informal speaking opportunities develop oral language and listening skills.

4 학년 영어는 말하기와 쓰기를 이용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발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프로

그램은 올바른 문법, 어법, 매커니즘 그리고 스펠링을 이용하여 글을 쓰고 연습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글

쓰기는 토론과 미니레슨을 통해 훈련되고, 글쓰기 전에 생각하기, 대략적으로 써보기, 수정하기, 편집하

기 등의 활동들을 통해서 강화됩니다. 또한 매일 공식적인 표현을 이용한 대화 및 일상적인 대화를 통하

여 말하기 능력을 키웁니다. 손으로 쓰는 연습은 가독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며 글자의 형성과 간

격의 일관성을 키웁니다.

Math 수학

Grade 4 math uses American Grade 5 materials. Students apply their understanding of fractions and

fraction models to represent the addition and subtraction of fractions and develop fluency in calculating

sums and differences of fractions. Students develop understanding of why division procedures work

based on the meaning of base-tem numerals and properties of operations. They apply their

understandings of models for decimals, decimal notation, and properties of operations to add, subtract,

multiply, and divide decimals and develop fluency in these computations. Students recognize volume as

an attribute of three-dimensional space. They understand that volume can be measured by finding the

total number of same-size units of volume required to fill a space.

4 학년 수학은 미국 학제 기준 5학년 자료를 씁니다. 학생들은 분수와 분수 모델을 통해서 분수의 덧셈

과 뺄셈을 나타내고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능숙도를 키웁니다. 학생들은 나눗셈이 일어나는 과정과

숫자의 의미와 연산기호의 특징을 배웁니다. 그들은 소수, 소수점 표시, 그리고 연산 기호의 특성을 통해

서 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나눗셈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할 것 입니다. 학생들은 부피

를 3차원적인 관점으로 알게 될 것 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같은 부피의 단위를 사용해서 부피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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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과학

In science, emphasis is placed on the inquiry process, developing investigative skills and understanding

the nature of science. Instruction centers on developing student understanding of force and motion;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icity; plant structure and life processes; ecosystems and ecosystem interactions;

weather conditions, phenomena and weather prediction; organization of the solar system; Earth, moon

and sun relationships; and the importance of natural resources.

과학에서는 연구 과정, 조사 능력, 그리고 과학의 근본적 이해에 중점을 둡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힘과 움직임의 이해, 전기의 특성; 식물 구조와 삶의 과정; 생태계와 생태계의 상호작용; 날씨의 상태, 현

상, 그리고 날씨 예측; 태양계의 정리; 지구, 달, 그리고 태양의 관계; 그리고 자연 자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가르칠 것입니다.

Social Studies 사회

The focus in Grade 3 is history through the study of China. Geography and the Earth’s physical

environments--how human activities help shape the Earth’s surface, human settlements and structures,

and how human activities are influenced by the Earth’s physical features and processes--will also be

studied. Students will further their understanding of economics.

4 학년 학생들은 중국 역사를 중점적으로 배웁니다. 지리와 지구의 물리적 환경 – 인간활동이 지구의 표

면을 바꾸는데 한 역할, 인간 정착과 구조, 그리고 지구의 물리적 특성과 과정에 대해 영향 받는 인간 활

동 – 또한 공부하게 될 것 입니다. 학생들은 경제학의 이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Fifth Grade 5학년

Langauge 언어

The Grade 5 English program promotes effective oral and written communication. The program is

based on the writing process with all grammar, usage, mechanics, and spelling skills introduced, practiced,

and reviewed in the context of writing. Writing skills are taught through mini-lessons and conferences.

Reinforcement is provided through pre-writing, drafting, revising, editing, and publishing activities.

Daily formal and informal speaking opportunities develop oral language and listen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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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년 영어는 말하기와 쓰기를 이용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발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프로

그램은 올바른 문법, 어법, 매커니즘 그리고 스펠링을 이용하여 글을 쓰고 연습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글

쓰기는 토론과 미니레슨을 통해 훈련되고, 글쓰기 전에 생각하기, 대략적으로 써보기, 수정하기, 편집하

기 등의 활동들을 통해서 강화됩니다. 또한 매일 공식적인 표현을 이용한 대화 및 일상적인 대화를 통하

여 말하기 능력을 키웁니다. 손으로 쓰는 연습은 가독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며 글자의 형성과 간격

의 일관성을 키웁니다.

Math 수학

Grade 5 uses American Grade 6 math curriculum. Students will use the meaning of fractions, the

meanings of multiplication and division to understand and explain why the procedures for multiplying

and dividing fractions make sense. They will use reasoning about multiplication and division to solve

ratio and rate problems about quantities.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use of variables in mathematical

expressions and write expressions and equations that correspond to given situations, evaluate

expressions, and use expressions and formulas to solve problems. They will solve problems involving

area and circumference of a circle and surface area of three-dimensional objects. They will understand

that mean measures center in the sense of being a balance point in the data.

5 학년 수학은 미국 학제 기준 6학년 수학을 배웁니다. 학생들은 분수의 의미, 곱셈과 나눗셈의 의미를

통해서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비율과 비례문제를 곱셈과 나눗셈을

통해서 풀게 될 것 입니다. 학생들은 변수들을 수학 표현에 대입하고 상황에 맞는 공식들을 쓰는 것, 값

을 평가하기,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해 공식을 대입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 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넓이

와 원의 둘레, 그리고 3차원 물체의 표면적을 포함하는 문제를 풀게 될 것 입니다. 그들은 측정한 자료

에서 평균이 자료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 입니다.

Science 과학

In science, emphasis is placed on the inquiry process, developing investigative skills and understanding

the nature of science. Instruction centers on visible light and how it behaves; properties of matter, and

phases of matter; atoms and elements and how they combine; cellular structure, function and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of organisms; classification of living things; characteristics of oceanic

environments and systems; the changing nature of the Earth’s surface; and geologic processes that occur

on the Earth.

과학에서는 연구 과정, 조사 능력, 그리고 과학의 근본적 이해에 중점을 둡니다. 선생님들은 보이는 빛과

그것의 특성; 물질의 측정와 물질의 과정; 분자와 원소가 합쳐지는 방법; 세포의 구조, 기능, 그리고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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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분류; 바다 생물의 특성과 시스템; 지구 표면의 바뀌는 환경; 그리고 지구에서 발생하는 지질학적

인 과정에 대해 가르칠 것입니다.

Social Studies 사회

The fifth grade focuses on the region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geography. The economic, geographical, and cultural rationales behind the separation of the country into

regions will be studied, and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six US regions will be defined and compared.

Students will investigate the features of each region from the perceptive of 6 themes: history, economics,

culture, technology, transportation, and geography. They will be encouraged to characterize cause-effect

relationships between themes and regions.

5 학년은 인문 지리학의 관점을 통해 미국의 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나라가 지역별로 나

뉘게 된 경제적, 지리적, 그리고 문화적 이유를 배우고 6개의 미국 지역의 특별한 특징들을 배우고 비교

하게 될 것 입니다. 학생들은 각 지역을 6개의 테마를 통해서 조사할 것 입니다: 역사, 경제, 문화, 기술,

수송, 그리고 지리. 그들은 위의 각 테마와 지역간의 원인-결과 를 특정 지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Character Education 인성교육

A key emphasis at Yantai American School is character development. Character Education is a year-

long program built on addressing many tough issues students will face. This will be taught once a week

during Social Studies.

인성 교육은 연태미국학교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인성교육은 1년 과정으로 학생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함으로 훈련될 것 입니다. 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회 수업 시간을 통해 배우게 됩

니다.

Nutrition 영양

This is an exciting program for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understanding the principles of nutrition,

and to think about the way the body uses food. Attention will be given to the selection and preparation

of food, personal health, and well-being. Lab work will give students hands-on experience in food safety,

and in the preparation of a variety of nutritious foods.

이것은 영양의 법칙과 몸이 음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입니다. 학생

들은 음식의 선택, 개인 건강, 그리고 건강한 생활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과학실에서 학생들

은 음식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것 이고 다양한 영양분으로 구성된 음식들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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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음악

All students in grades kindergarten through fifth, receive weekly musical instruction. The goals of this
program are to insure that each student completing the program can: perceive the elements of music,
perform music, organize musical sounds, read music, and demonstrate an affective response to music.

유치원에서 5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은 매주 음악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이 과목의 목표는 모든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입니다: 음악의 성분 알기, 연주하기, 음악적 소리를 체계화하

기, 악보 읽기, 그리고 음악에 대한 효과적인 반응을 하기 등.

Art 미술

Art is the connection between the students' minds and how they perceive their world. The students are

taught the fundamentals and encouraged to broaden their own horizons by working with art materials

experimentally. Students are taught how to view and evaluate art according to the elements of

design. The students will learn about artists and how their artwork made an impact on the world, and

changed art history.

미술은 학생들의 마음과 그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연결해주는 것 입니다. 학생들은 기본적인 기술

들을 익히고 미술 도구를 사용해서 세계를 보는 관점을 넓히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또한 디자인의 요

소에 따라 미술을 보고 평가하는 방법을 배울 것 입니다. 학생들은 예술가에 대해 배우고 미술작품이 세

계에 끼친 영향,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미술의 역사를 바꿨는지 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Academic Vocabulary 학문적 용어

Most academic disciplines have their own language—a set of specialized words and phrases that have

very specific meanings within the field. For example, in Science, student will learn about herbivores,

carnivores, and omnivores. Knowing the meanings of discipline-specific words will help students more

fully comprehend the material that you are learning and will be tested on. Academic vocabulary is taught

to elementary students using a method that has been proven effective here and in other schools. Each

student will have a vocabulary notebook to keep track of vocabulary words.

대부분의 각 학문 분야에는 자신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 이는 특정 학문 내에 매우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 전문용어와 표현들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에서 학생들은 초식동물, 육식동물, 그리고 잡식동물을 배

웁니다. 각 학문별 전문용어의 의미를 배우는 것은 학생들이 그들이 배우고 시험 치게 될 내용을 완벽하

게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학술적 어휘는 우리 학교와 타 학교에서 효과적이라고 이미 증명된 방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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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학생 개개인은 어휘들을 정리하기 위한 어휘 노트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Homework & Grades 숙제 및 성적

Starting in grade 3, students will receive letter grades based on the following scale:

Numerical grade Letter grade

90 - 100 A

80 – 89.9 B

70 – 79.9 C

60 – 69.9 D

Below 59.9

Incomplete

F

I

Homework is limited to practicing concepts already learned or introduced (and nightly reading).

 K-2nd: ½ hour per night expected (nightly reading not included)

 3rd-5th: 1 hour per night expected (nightly reading not included)

3 학년부터 학생들은 아래와 같은 등급으로 성적을 받게 됩니다.

점수 등급

90 - 100 A

80 – 89.9 B

70 – 79.9 C

60 – 69.9 D

59.9 이하

미이수

F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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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는 이미 배우거나 소개한 내용 또는 nightly reading 으로 제한됩니다.

 유치원-2학년: 매일 약 ½ 시간 (nightly reading 포함 안됨)

 3 학년-5 학년: 매일 약 1시간 (nightly reading 포함 안됨)

Homework and Behavior Logs 숙제와 행동 일지

Each evening, a behavior log, along with homework log will be sent home.

On the Behavior Log, the following symbols will be used:

부모님들은 매일 저녁 태도 및 숙제에 대한 리포트를 받게 됩니다.

행동 일지에는 아래와 같은 기호가 사용됩니다.

Good Day Okay Day Bad Day

Weekly Newsletter 주간 뉴스 레터

The Weekly Newsletter will be sent home on the first day of each week. It lets parents know what the

students will be learning during the week, as well as has a list of vocabulary words and a section for

upcoming events.

주간 뉴스 레터는 매 주 첫번째 날 보내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은 주간 뉴스 레터를 통해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배울 내용에 대해 알 수 있으며, 해당 주간에 배울 단어 리스트와 이후의 일정도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Elementary Snack 초등학생 간식

All elementary grades have time for snack in the morning and all parents are encouraged to pack a snack.

초등학교 모든 학년은 아침에 간식 시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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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중고등학생

Course Offerings 수강 과목

Please note that course offerings could change due to a variety of factors.

English 영어

Our secondary English program lessons focusing on standard English grammar and experiments in

speech and research, the students will acquire skills in English reading, writing, listening, and speaking.

To enhance literacy and comprehension students will read from a selection of novels provided by the

teacher.

저희 학교의 중고등학생 영어 프로그램은 표준 영어 문법과 발표 및 연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영어 읽기, 쓰기, 듣기, 그리고 말하기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읽고 쓰는 능력과 이

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들은 선생님이 제공하는 소설책들을 읽게될 것입니다.

Essays 에세이

The students will complete 24 in-class essays throughout the year. These essays are designed to track

their progress over-time, as well as to prepare them for the SAT and other college entrance exams.

학생들은 일년에 걸쳐 수업시간에 24 개의 에세이를 쓰게 될 것 입니다. 이 에세이들은 학생들의 능력을

확인하고 SAT 및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 쓰일 것 입니다.

Reading Comprehension Exams 독해시험

The students complete 24 short reading comprehension exams to demonstrate their growing proficiency

in reading. These exams are designed to take a short amount of time and prepare them for

standardized tests, such as the SAT.

학생들은 24 개의 짧은 독해 시험을 통해 독해에 더욱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 시험들은 빠르게 읽는 훈련,

그리고 SAT와 같은 공식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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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6 6 학년 영어

Students learn the terminology and structure of the English language in an easy-to-understand, step-by-

step fashion. Parts of speech, sentence structure, choice and use of words, capitalization and punctuation

are covered. This course helps students become more effective readers by emphasizing strategies that

will help improve basic language and literacy skills. They study central themes, main ideas, major and

minor details, inferences, fact, opinion, context clues and vocabulary.

학생들은 전문적인 용어를 배우고 또한 영어의 언어 구조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배울 것입니

다. 품사, 문장 구조, 단어의 선택과 사용, 대문자와 구두법을 배웁니다. 이 과정은 기본적인 언어와 글

을 쓰고 읽는 능력을 키우는 전략을 통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생들은 중심

테마, 중심 생각, 중요한 것과 세부 사항, 추론, 사실, 의견, 문맥 실마리 그리고 어휘등에 대해 배웁니다

English 7/8 7/8 학년 영어

The course discusses the elements that make up prose fiction in addition to exploring human nature,

encouraging philosophical thought, and interpreting social commentary. This course presents the

basics of expository writing. Students learn, step-by-step, to write unified, coherent papers. While

learning to write, students learn to think in an organized, systematic fashion. They also study effective

uses of language, as well as methods of connecting ideas and expanding ideas by means of details and

examples.

이 과정은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와 인간의 본질을 배우고, 철학적인 생각을 권장하고, 문학이 사회를 보

는 관점을 해석하게 될 것 입니다. 이 과정은 해설적인 글을 쓰는 것의 기본을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점

차 통합되고 논리 정연한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 쓰는 것을 배우는 동시에 정리되고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언어의 효율적인 활용, 그리고 설명과 예제를 통해서 생각

들을 연관시키고 확장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English 9/10 9/10 학년 영어

This course will examine literary contributions from many cultural groups. Students will read a variety of

short fiction stories and essays. The course explores situations of different groups of people, and

students will study how one’s heritage and background affect one’s sense of identity. At the same time,

the course will look for human themes that are common across cultures, such as heritage, identity,

gender, race, traditions, and community. Students will study the importance of these themes to different

groups in society. This course presents the basics of expository writing. Students learn, step-by-step,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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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unified, coherent papers. While learning to write, students learn to think in an organized,

systematic fashion. They also study effective uses of language, as well as methods of connecting ideas

and expanding ideas by means of details and examples.

이 과목은 다양한 문화적 그룹을 위한 문학의 기여에 대해 배웁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짧은 소설과 에세

이를 읽을 것 입니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그룹 사람들의 상황을 배우고 또한 개인의 유산

과 배경이 개인의 정체성에 끼치는 영향을 배웁니다. 동시에 이 과목은 유산, 정체성, 성별, 인종, 문화,

그리고 지역사회 등의 여러 문화를 포함한 테마를 배웁니다. 학생들은 사회의 다양한 그룹에서 이 테마

들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이 과정은 해설적인 글을 쓰는 것의 기본을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점차 통합되

고 논리 정연한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 쓰는 것을 배우는 동시에 또한 정리되고 체계적으로 생

각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또 언어의 효율적인 활용, 설명과 예제를 통해서 생각들을 잇고 확장하는 방법

을 배웁니다.

English 11/12 11/12 학년 영어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American literature from the colonial period to modern times is the

central theme of this course. Students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ideas that fostered the growth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ways in which its literature became distinctively American. Students develop

composition skills by analyzing the literary selections and applying the basic organizational pattern of a

good essay.

식민지 시대부터 현대 시대까지 미국 문학의 역사적 발달이 이 과목의 중심 테마 입니다. 학생들은 미국

을 발전시켜온 관점들을 이해하고 미국의 문학이 어떻게 자신들만의 색깔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배

웁니다. 학생들은 문학적 선택을 분석하고 좋은 에세이의 기본적인 양식을 배우면서 구성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Science 과학

Life Science 생명과학

Fundamental principles of living organisms will be studied, including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life, organization, function, and classification. Study and examination of the concepts of cytology,

reproduction, genetics, and scientific reasoning are included. Laboratory activities will reinforce these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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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의 물리적, 화학적인 특징, 구조, 기능, 분류 등 생물체의 기본 원칙을 배웁니다. 세포학, 번식, 유

전, 그리고 과학적 추론에 대한 공부와 시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학실 실험은 이러한 개념을 강화시

켜 줄 것 입니다.

Earth Science 지구 과학

This is an introductory survey of physical geology, historical geology, oceanography, meteorology, and

astronomy. It relates the interaction of the earth science to the physical world.

이 과목은 자연 지질학, 지사학, 해양학, 기상학, 그리고 천문학의 입문을 배웁니다. 이 과목은 지구 과학

의 상호작용을 실제 세계에 적용시킵니다.

Physical Science 자연 과학

Physical science is the study of what things are made of and how they change. It combines the studies

of both physics and chemistry. Physics is the science of matter, energy, and forces. It includes the

study of topics such as motion, light, and electricity (as well as magnetism, but we won’t get to that

during this course). Chemistry is the study of the structure and properties of matter, and it especially

focuses on how substances change into different substances.

자연 과학은 물질들의 구성요소와 그것들의 변화에 대해 배웁니다. 이것은 물리와 화학에서 배운 것들을

통합합니다. 물리는 물질, 에너지, 그리고 힘의 과학입니다. 이 과목은 움직임, 빛, 그리고 전기 (자기도

포함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을 것 입니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학은 물질의 구조와 특징, 그

리고 물질이 다양한 물질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배웁니다.

Biology 생물

Students will develop a basic understanding of biology, basic chemistry, structure of cells and how they

communicate, energy conversions, cell reproduction, genetics, gene expression, genetic engineering,

origin of life, changes in organisms, ecosystems and succession, environmental problems and solutions,

the classification of living things,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bacteria, viruses, fungi, and plants. They

will investigate the diversity and development of invertebrate and vertebrate animals and learn about the

anatomy and physiology of the human body

학생들은 생물과 간단한 화학, 세포의 구조와 그들의 의사소통, 에너지 변환, 세포 번식, 유전, 유전자 발

현, 유전자 공학, 생명의 기원, 생명체의 변화, 생태계와 승계, 환경 문제와 해결 방법, 생명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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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그리고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배웁니다. 또한 학생들은 척추동물의 종

류와 발달에 대해 연구하고 인간 신체의 해부학과 생리학에 대해 배웁니다.

Earth Science 2 지구 과학 2

This is an advanced survey of physical geology, historical geology, oceanography, meteorology, and

astronomy. It relates the interaction of the earth science to the physical world.

이 과목은 자연 지질학, 역사 지질학, 해양학, 기상학, 그리고 천문학에 대한 심화 수업입니다. 이 과목은

지구 과학과 자연 환경의 상호작용을 연결하여 배웁니다.

Chemistry 화학

Chemistry is the study of the structure and properties of matter, and it especially focuses on how

substances change into different substances. This course is challenging and requires studying. You

can’t simply scan the textbook and take simple notes if you plan on doing well in this course. There is

simply too much scientific vocabulary to go through it like a novel or even like most other school

courses.

화학은 물질의 구조와 물질의 특징에 대해 배우고 특히 물질 간의 변형이 대해 배웁니다. 이 과목은 어

렵고 많은 공부를 요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책을 보고 간단한 노트를 하

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소설이나 기타 어려운 과목과 같이 전문적인 과학 용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Physics 물리

Physics represents a continuing effort to solve problems and interpret experience in a logical way. This

first semester course encourages students to observe and relate physics principles to the world around

them and investigate various physical phenomena related to forces, vectors, Newton's laws of motion,

acceleration, velocity, resistance, and projectile motion. They will also learn about gravitational fields,

satellite motion, special relativity, momentum, and inertia. Students will explore the world they live in

through the properties of matter: elements, solids, liquids, and gases. This course includes both hands-on

and virtual lab activities and projects.

물리는 문제 풀이와 경험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과목 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그들 주위에 있는 물리적 원리를 관찰하고 적용시키며 다양한 힘, 벡터, 뉴턴의 법칙, 가속도, 속도, 저

항, 그리고 포물선 운동 등의 물리적 현상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중력장, 위성형 운동,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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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원리, 탄력, 그리고 관성을 배웁니다. 학생들은 그들이 사는 세상을 물질(원소, 고체, 액체, 그리

고 기체)의 특징으로 탐구할 것 입니다: 이 과정은 실습과 가상 실험 활동과 과제를 포합합니다.

Math 수학

Math 6 6 학년 수학

Students will review of the number system and the basic operations of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and division. Students develop an understanding of fractions, decimals and percentages,

and develop skills using these operations. They learn to handle data through graphs, scientific notation

and means of comparison; and they apply their understanding of concepts, operations and data to

practical problems in interest, insurance, taxes, banking and budgeting. Students will also learn about

conversion between units both English and metric. Geometry will be explored as students learn about

lines, angles, triangles and finding volume, surface area, and area of shapes. Lastly, the course will focus

on formulas and equations. Students will learn how to solve linear algebraic equations and graphing

inequalities.

학생들은 진법과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나눗셈을 복습할 것 입니다. 학생들은 분수, 소수, 그리고 확

률에 대해 이해하고 이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을 키울 것 입니다. 그들은 그래프는 통해서 자료를 다루는

방법, 과학적 기수법과 비교의 방법; 그리고 개념, 도구, 그리고 자료에 대한 이해를 이자, 보험, 세금,

은행 업무, 예산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적용시키게 됩니다. 학생들은 또한 미터법과 영국의 단위를 바꾸

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Geometry 은 학생들이 선, 각, 삼각형, 그리고 부피, 표면적, 그리고 도형

의 넓이를 찾으면서 배워갈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은 공식과 방정식에 대해 집중할 것 입니다.

학생들은 일차함수를 풀고 부등식을 그래프에 표현 하는 것을 배웁니다.

Pre-Algebra

This course provides a "bridge" between the skills learned in Math 6 and those more advanced concepts

students will learn in Algebra 1 and Geometry. 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algebraic

expressions and integers, decimals, factors, exponents, fractions, ratios and percents. The course is

designed to build upon what students already know, and provide them the background and readiness for

Algebra and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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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6학년 수학에서 배운 것과 Algebra 1 과 Geometry 에 배울 것들의 ‘다리’ 입니다. 이 과정은

대수식과 정수, 소수, 인수, 지수, 분수, 비율, 그리고 확률의 도입부 입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이미

아는 것을 확실히 하고 Algebra 와 Geometry 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켜 줍니다.

Algebra 1

Students will become familiar with basic algebraic concepts by using variables, function patterns, graphs,

rational numbers to solve equations and inequalities with one or two variables, systems of equations and

inequalities, exponents and their functions, factoring, polynomials, radical expressions, combinations,

and permutations.

학생들은 대수의 개념을 미지수, 함수 모양, 그래프, 유리수, 그리고 지수를 사용하여 한 개 혹은 두 개

의 미지수가 있는 등식 혹은 부등식 풀이, 등식과 부등식의 시스템, 지수와 그들의 기능, 인수 분해, 다

항식, 무리식, 순열과 조합의 방식으로 풀게 됩니다.

Geometry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develop reasoning skills using geometric terms and processes,

concepts of logic, and applied problem solving. Topics covered in this course include patterns, inductive

and deductive reasoning, models, points, lines, coordinate planes, parallel lines, measuring angles, basic

constructions, reasoning and proofs, parallel and perpendicular lines, congruent triangles, relationships

within triangles, quadrilaterals, ratios and proportions, right triangles and trigonometry, transformations,

areas of polygons and circles, surface area and volume, and tangents, chords and arcs. Frequent skill

checks and reviews will help ensure that students get the most from this course. This course uses many

of the problem-solving skills and equations learned in Algebra 1.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기하학적 용어와 과정, 논리의 개념, 그리고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을

기르도록 해줍니다. 이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단원은 패턴, 귀납적과 연역적인 추론, 모델, 점, 선, 좌표

면, 평행 선, 각도 측정, 기초 능력, 추론과 증거, 평행과 수직선, 합동 삼각형, 삼각형 관의 관계, 사각형,

비례와 비율, 직각삼각형과 삼각법, 다각형과 원의 넓이, 표면적과 부피, 점선, 현, 선분, 그리고 호 등입

니다. 학생들은 주기적인 테스트와 복습을 통해서 이 과목에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은 Algebra1 에서 배운 개념과 등식을 배웁니다.

Algebra 2

This course builds and expands on the concepts and tools learned in earlier algebra courses to evaluate

and graph functions and equations with two or more variables, differentiate between expressions,

equations, inequalities, and absolute values, use the quadratic formula to write and solve quadratic

equations and functions, solve radical functions, work with matrices, solving and graphing expon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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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ogarithmic functions, simplifying expressions, solving equations, graphing geometric shapes,

working with arithmetic and geometric sequences, probabilities, and trigonometric equations.

이 과목은 이전 Algebra 과목에서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고 확장해 나가서 함수를 파악하고 그래프 그리

기, 두개 이상의 미지수 있는 방적식 풀기, 표현, 식, 부등식, 그리도 절대값 구별하기, 근의 공식을 사용

해서 식 풀기, 루트 들어간 함수, 메트릭스를 사용하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풀고 그래프에 그리기, 식

단순화하기, 식 풀기, 기하학적 도형 그래프 하기, 등차와 등비수열 공부하기, 확률, 그리고 삼각법 을 배

웁니다.

Pre-Calculus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will acquire a solid foundation in algebra and trigonometry. The course

concentrates on the various functions that are important to the study of the calculus. Emphasis is placed

on understanding the properties of linear, polynomial, piecewise, exponential, logarithmic, and

trigonometric functions. Students will learn to work with various types of functions in symbolic,

graphical, numerical and verbal form.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대수와 삼각법에 대한 탄탄한 기본을 구축합니다. 이 과목은 Calculus 에서 배울

중요한 다양한 함수들에 집중합니다. 일차함수, 다항식, 지수, 로그, 그리고 삼각 함수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문자, 그래프, 숫자, 그리고 말로 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함수를 배울 것 입니다.

Statistics & Probabilities

This course will introduce students to the field of statistics, which is important in business, medicine,

social studies, athletics, agriculture, and many other areas. The student will learn how to gather, represent,

and analyze data, using equations, graphs, tables, estimates, and hypotheses. The course requires a

graded project that includes the use of a computer and Microsoft Excel.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비즈니스, 약학, 사회, 체육, 농사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중요한 통계를 가르칠 것

입니다. 학생들은 수식, 그래프, 표, 예상, 그리고 가설을 통해서 데이터를 표현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

울 것 입니다.

AP Calculus AB

In AP Calculus AB students will gain experience in the use of calculus methods and learn to apply these

methods to real-world problems. In this first semester course, students will become acquainted with

derivatives, limits, approximations, applications, and modeling. Students will work with functions that

are represented graphically, numerically, analytically, and verbally, and will learn to understand the

connections between these representations. This course will focus on functions and function n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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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qualities, exponential and logarithmic functions, transformation of functions, trigonometric, power,

polynomial, and rational functions, algebraic techniques for finding limits, one-sided and infinite limits,

and continuity. This is the first semester of the AP Calculus AB series that will prepare students to take

the AP Calculus AB exam. A graphing calculator is required. This course has been approved by College

Board.

AP Calculus AB 학생들은 calculus 의 사용과 실생활문제를 푸는 경험을 얻을 것 입니다. 이 과정에는

학생들은 도함수, 리미트, 예상, 적용, 그리고 모형 제작을 익히게 될 것 입니다. 학생들은 그래프, 숫자,

분석적, 그리고 말로 표현된 함수들을 공부할 것이고 다양한 표현방법에 대한 관계를 이해할 것 입니다.

이 과목은 함수와 함수 표기법, 부등식, 지수와 로그함수, 함수의 변형, 삼각법, 제곱, 다항식, 유리함수,

루트 들어간 함수 리미트 찾는 대수활용 방법, 한쪽과 무한 리미트, 그리고 지속성을 배웁니다. 이 것은

AP Calculus AB 의 첫번째 학기 과정이며 학생들을 AP Calculus AB 시험에 대해 대비시켜줄 것 입니다.

그래핑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College Board 에 의해 공인되었습니다.

Social Studies 사회

World Cultures 1

This course introduces multicultural studies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physical and human

geography, history, and cultures of the continents of North America, South America, and Europe

(including Russia).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will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interactions

between geography and culture that have influenced the lifestyles and challenges faced by various culture

groups throughout these regions. This will help students gain a greater understanding of their own

culture and realize how diverse cultural traditions affect their lives. It will encourage them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ulturally diverse world in which they live.

이 과목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유럽(러시아 포함) 대륙의 자연과 지리, 역사, 그리고 문화의

조사를 통한 다문화 공부입니다.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학생들은 위의 지역들에서 생활에 끼친 영향과

다양한 문화권들이 겪었던 어려움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를 할 것 입니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서

자기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가 자신들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이해할

것 입니다.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세상에 활발하게 참여할 것을 권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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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ultures 2

This course introduces multicultural studies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physical and human

geography, history, and cultures of the continents of Africa, Asia, Australia, and Oceania.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will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interactions between geography and culture that

have influenced the lifestyles and challenges faced by various culture groups over time throughout these

regions. This course will help students gain a greater understanding of their own culture and realize how

diverse cultural traditions affect their lives. It will encourage them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ulturally

diverse world in which they live.

이 과목은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그리고 오세아니아 대륙의 자연과 지리, 역사, 그리고 문화의 조사를

통한 다문화 공부를 합니다.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학생들은 위의 지역들에서 생활에 끼친 영향과 다양

한 문화권들이 겪었던 어려움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를 할 것 입니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서 자

기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가 자신들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이해할 것

입니다.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세상에 활발하게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World History 1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world history that traces human development from ancient times to the

beginning of the eighteenth century. Students will learn the facts, concepts, and principles they need to

gain a better grasp on the history, cultur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s of many different

societies around the globe.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civilizations that developed in the Middle

East, India, China, Africa, and Latin America as well as those in Europe and North America.

이 과목은 고대부터 18세기까지의 인간 세계의 발전을 소개하는 과목입니다. 학생들은 전세계적으로 있

는 다양한 사회의 역사, 문화,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발전을 이해할 수 있는 사실, 개념, 그리고

원칙을 배울 것 입니다. 특히 중동, 인도, 중국,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 더불어 유럽과 북아메

리카에 주의를 기울일 것 입니다.

World History 2

This course focuses on the history of nations and regions around the globe from about 1700 to the

present. Students begin by examining the main figures and political views of the Enlightenment, the

impact of the revolutions around the globe,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study of political systems

and the growth of Western democracies and global imperialism then help set the stage for understanding

the causes and effects of world-wide conflicts in the twentieth century. Finally,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global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ssues, as well as international relations in today's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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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은 1700 년대부터 현대까지의 전세계적인 나라와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학생

들은 계몽, 다양한 혁명의 영향, 그리고 산업혁명에 대한 중요한 인물과 정치관을 공부할 것 입니다. 서

구 민주주의와 제국주의 정치체계의 성장에 대한 공부는 20 세기 세계 속에 퍼진 갈등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목은 세계적인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주제

와 오늘날 세상의 국제적 관계에 대해 배울 것 입니다.

Mediaeval History

This course will investigate the history of Europe and the Near East from the breakup of the Roman

Empire to the dawn of the Renaissance. It will study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of the three successor civilizations of classical Greece and Rome--Byzantium Islam and

Western Christendom,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latter. It will look at how these civilizations arose

and interacted in both peace and war. Among the topics to be covered in the course will be: the end of

the ancient world; the Rise of Christianity; the era of migrations; the Germanic successor kingdoms; the

Catholic Church in the West, the Carolingian Empire, the Vikings, Feudalism and Manorialism, Holy

Roman Empire Versus the Papacy, Byzantium and its civilization, the rise of Islam and its civilization,

the advent of the Turks; the Crusades; the Medieval Kingdoms; the aristocracy and middle class in the

Middle Ages; church and culture in the High Middle Ages; later Islam and the Byzantine Commonwealth;

the Mongols; and the crises of the 14th Century and the beginnings of the Renaissance.

이 과목은 로마 제국의 분열에서 문예부흥의 여명기 사이의 유럽과 근동의 역사를 공부할 것 입니다. 이

과목은 그리스와 로마의 승계 문명 – (비잔티움 이슬람과 서부 기독교, 특히 후자에 집중할 예정)에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발달을 공부할 것 입니다. 이 과목은 위의 문명들이 어떻게 시작

되고 평화와 전쟁에 상호작용하였는지를 공부합니다. 공부할 주요 주제는: 고대 세계의 끝; 기독교의 흥

륭; 이주의 시대; 게르만 왕국의 승계왕국; 서양의 가톡릭 교회, 카롤링거 제국, 바이킹, 봉건제도 그리고

장원제도, 신성 로마 제국 대 교황의 지위, 비잔티움과 그의 문명, 이슬람과 그의 문명의 흥륭, 터키인의

출현; 십자군; 중세시대 왕국; 중세시대의 구족과 중산층; 고중세시대의 교회와 문화; 나중의 이슬람과 비

잔티움의 연연방; 몽골; 그리고 14 세기의 위기와 문예부흥기의 시작 입니다.

World History

World History focuses on developing students’ abilities to think conceptually about world history

from the Renaissance to the present and apply historical thinking skills as they learn about the past.

Five themes of equal importance — focusing on the environment, cultures, state-building, economic

systems, and social structures — provide areas of historical inquiry for investigation throughout th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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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은 학생들이 르네상스부터 현재까지의 세계역사를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울 것

이고 과거를 해부면서 역사적 생각 능력을 적용하게 될 것 입니다. 5 가지의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 테마

가 있습니다 – 환경, 문화, 국가 형성, 경제 체계, 그리고 사회 구조에 대한 집중 (이 과목을 공부하는 동

안 조사가 필요한 역사 탐구)

World Geography

This course focuses on the people, places, physical features,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Europe, Asia,

Australia, United States, Canada, Latin America, Africa the island nations of the Pacific, and Antarctica.

Students will learn valuable information about the world we inhabit today including how and where

people live, and how their lives are changing in response to their physical environment, their

governments, and their economic systems. Students will learn that Geography is not just the study of our

physical world, but also the study of interactions between humans, their land, natural resources, weather,

and ecosystems. Throughout the course students use such geographic skills as reading and drawing maps,

analyzing charts and diagrams and interpreting technical vocabulary.

이 과목은 유럽, 아시아, 호주, 미국, 캐나다,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태평양의 섬, 그리고 남극의 인간,

장소, 자연 특징, 그리고 그들의 독특한 특징을 배울 것 입니다. 학생들은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

지에 대한 내용, 그들이 변하는 자연환경에 의해서 바뀌는 생활, 정부, 그리고 경제 체계를 포함한 세상

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배울 것 입니다. 학생들은 지리 과목이 자연에 대한 공부일 뿐 아니라 인간, 땅,

자연 자원, 날씨, 그리고 생태계의 상호 작용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될 것 입니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지리적 기술을 읽기, 지도 그리기, 차트와 표 분석, 그리고 전문 용어의 해석에 사용할 것 입니다.

Comparative Government

This course teaches students the tools and methods that political scientists use to analyze governments

in different countries. Students apply these techniques while exploring the political systems of Britain,

Russia, China, Mexico, Iran, Nigeria, Japan, France, and India. While learning about the structures and

functions of government in each of these countries, students also evaluate how the trends of

glob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marketization are influenc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정치학자들이 다양한 나라의 정부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을 가르칩니

다. 학생들은 영국, 러시아, 중국, 멕시코, 이란, 나이지리아, 일본, 프랑스, 그리고 인도의 정치 체계를

배우면서 위의 기술을 사용할 것 입니다. 위의 나라들의 정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배우는 과정에서 학

생들은 또 세계화, 민주화, 자유주의 시장 경제로의 이행이 세계의 나라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배울 것 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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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s

The purpose of the course is to give students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of

microeconomics and macroeconomics that apply to the functions of individual decision makers, both

consumers and producers, within the economic system. It places primary emphasis on the nature and

functions of product markets, and includes the study of factor markets and of the role of governments

in promoting greater efficiency and equity in the economy. The study of national income and price-level

determination, and also developing students’ familiarity with economic performance measures, the

financial sector, stabilization policies, economic growth, and international economies will be included.

이 과목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개인의 결정, 경제 시스템에 있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거시적 경제와 미시

적 경제를 통해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판매 시장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 집중하여 배우며 또

요소시장과 더 높은 효율과 경제의 균등에서 정부의 역할도 배우게 됩니다. 국민소득과 물가 수준 결정

에 대해 공부하고 경제 성능 측정, 금융 섹터, 안정화 정책, 경제 성장, 그리고 국제적 경제에 학생들이

익숙함을 기르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Character Education 인성 교육

A key emphasis at Yantai American School is character development. Character Education is a

year-long program built around eight units. Each week of each unit has a key character focus.

Foundational philosophy for our character education is Judeo-Christian tradition based on the Bible.

1. Who you are as a student.

2. Who you are as a friend or family member.

3. Who you are can change the world.

4. Who you are to yourself.

5. How you can be a positive influence.

6. Who you are to a stranger.

7. Who you are as a worker.

8. Who you are in your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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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교육은 연대미국학교에서 강조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인성교육은 1년동안 8개의 단위 진행되며,

매 주마다 각 단위별로 집중하는 인성이 있습니다. 저희 인성 교육의 기본 철학은 성경의 유대-기독교

전통을 기반으로 합니다.

1. 당신은 학생으로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2. 당신은 친구 혹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3.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4. 자기 자신에게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5. 당신은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6. 당신은 낯선 사람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7. 당신은 일꾼으로서 어떤 사람입니까?

8. 당신은 사회 일원으로써 어떤 사람입니까?

Academic Vocabulary

Most academic disciplines have their own language—a set of specialized words and phrases that have

very specific meanings within the field. For example, in Science, student will learn about herbivores,

carnivores, and omnivores. Knowing the meanings of discipline-specific words will help students more

fully comprehend the material that you are learning and will be tested on. Academic vocabulary is taught

to elementary students using a method that has been proven effective here and in other schools. Each

student will have a vocabulary notebook to keep track of vocabulary words.

대부분의 각 학문 분야에는 자신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 이는 특정한 학문 내에 매우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 전문용어와 표현들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에서 학생들은 초식동물, 육식동물, 그리고 잡식동물을 배

웁니다. 각 학문별 전문용어의 의미를 배우는 것은 학생들이 그들이 배우고 시험 치게 될 내용을 완벽하

게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학술적 어휘는 우리 학교와 타 학교에서 효과적이라고 이미 증명된 방법을 사

용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학생 개개인은 어휘들을 정리하기 위한 어휘 노트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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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Dress Code 중고등부 복장규율

Required

collared dress shirt white

shorts, skirt, or dress pants khaki, navy, or black

Optional

tie

sweater navy, black, or gray

blazer khaki, navy, black, or gray

Other

Closed-toed shoes (no flip flops)

No hats in the building

Students Not in Dress Code: parents will be called to bring them clothes.

필수사항

칼라 있는 와이셔츠 하얀색

반바지, 치마 , 혹은 드레스 팬츠 카키색, 남색, 혹은 검정색

선택사항

넥타이

스웨터 남색, 검정색, 혹은 회색

블레이저 카키색, 남색, 검정색, 혹은 회색

Other

슬리퍼 금지, 건물 안에서 모자 착용 금지

복장 규정을 안 지키는 학생: 학부모님이 학교로 옷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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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work & Grading Policies 숙제와 채점에 대한 가이드

All students will receive regular and reasonable homework. An average of about ½ to one hour of

homework per night per course for secondary students is expected.

모든 학생들은 규칙적으로 합당한 숙제를 받을 것 입니다. 각 과목당 30분에서 1시간 가량의 숙제가 주

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Absence Policy

If a student is absent they will be given the number of days absent plus an additional day to complete

their assignment.

만약 학생이 결석을 할 경우, 하루 후에 숙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No Zeros 영점 처리 없음

Students are expected to turn in their homework completed and on time. If a student does not turn in

their homework, they will not be given a zero. They will stay after school to complete the assignment

and to receive help. Parents will be contacted, so they can provide transportation. The school does

not arrange transportation.

학생은 숙제를 제시간 안에 완성된 상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숙제를 해오지 못했다고 해서 0점을 주지

는 않습니다. 단, 학생은 도움을 받고 숙제를 완료하기 위해서 방과후에 남게 될 것 입니다. 이 경우 학

교는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게 되며, 학생들은 학교에 남아 과제를 끝낼 것 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학

생들의 차량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School Performances 학교 활동

Students that miss school performances will automatically be deducted a letter grade.

학교 활동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은 성적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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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Exams 학기말 시험

 Cumulative semester exams are given at the end of each semester.

 매학기말 마다 포괄적인 기말고사가 주어집니다.

 All students are expected to take these exams.

 학생들은 모두 기말 시험을 봐야 합니다.

 In middle school, the exam counts as a regular exam and will be averaged into the quarter grade.

 중등부의 경우, 기말고사가 기본적인 시험으로 간주되며, 분기성적에 포함될 것 입니다.

 In high school, semester grades will be calculated with semester exams weighted as 10% of the

semester grade.

 고등부의 경우, 기말고사가 학기성적에 포함되며 학기성적의 10%를 반영할 것 입니다.

 Twelfth grade students who have an “A” going into the final exam in the spring semester do not

have to sit for the exam.

 봄학기에 “A”를 유지한 12학년 학생들은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됩니다.

 Students may only take semester exams early with permission of the principal.

 기말고사를 미리 치러야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교장 선생님의 사전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Grades 성적

Grades reflect the abilities and work ethic of students. Students with low levels of English or poor

work ethic will have low overall course grades. YAS expects students’ grades to have a range of letter

grades (F to A). Students will receive the grade they earned based on their ability and work ethic.

성적은 학생들의 능력과 성실함을 반영합니다. 영어 실력이 낮은 학생들과 불성실한 학생들은 해당 학기

에 낮은 성적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의 성적은 F부터 A까지의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주어질 것이며, 학

생들은 자신의 영어 실력과 성실함을 토대로 성적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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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ing Scale

Numerical grade Letter grade GPA points AP GPA points

90 - 100 A 4.0 5.0

80 – 89.9 B 3.0 4.0

70 – 79.9 C 2.0 3.0

60 – 69.9 D 1.0 2.0

Below 59.9

Incomplete

F

I

0.0

0.0

0.0

If a student repeats a course, the higher grade will be counted towards the GPA.

수업을 재수강 하는 학생의 경우, GPA 산정 시 둘 중 더 높은 점수를 사용합니다.

Twenty-three (23) units of high school credit are required for graduation. One half credit is given for

each full semester of a course successfully completed in high school. A failing grade or incomplete

does not earn any credit. The following credits must be earned to graduate: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23 학점이 필요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한 과목을 반 학기 이수할 때 0.5 학점이

주어집니다. 낙제를 하거나 미완수한 과목은 학점을 받지 못합니다. 아래에는 졸업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얻어야 하는 학점들입니다.

 4 credits of language arts 언어 과목 4학점

 3 credits of social studies사회 과목 3학점

 3 credits of science과학 과목 3학점

 3 credits of mathematics수학 과목 3학점

 2 credits of foreign language (Native English Speakers) 외국어 2학점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

 1 credit of physical education 체육 1학점

 1 credit of fine arts미술 1학점

 6 credits of elective classes 선택 과목 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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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Credit 학점 인정

Principal approval prior to summer courses at another school or correspondence courses is necessary if
students wish to receive credit from YAS.

다른 학교에서 참석한 summer course 또는 correspondence course에 대해 학점 인정을 받기 원하는 경우,

수강 전 미리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After School Clubs & Activities 방과후 클럽과 여러 활동

All students ar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after school activities. There may be a fee.

모든 학생들은 방과후 클럽 / 활동에 참여할 것을 격려합니다.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Secondary Laptops 중고등부 노트북 사용

All secondary students are required to have laptops with the minimum specifications:

모든 중고등 학생들은 아래 사항들을 충족 시키는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128GB

 Microsoft Office (Word, PowerPoint, and Excel) 번역 기능 (영어가 모국어 아닌 학생에 한함)

 Translation Software (non-native English speakers) 번역 기능 (영어가 모국어 아닌 학생에 한함)

 Antivirus Protection 백신 프로그램

 Wireless Internet Capabilities무선 인터넷 사용 가능

Lockers 개인 사물함

Secondary students’ items should be kept in their lockers (not in the halls).

중고등부 학생들의 물건은 자신의 개인 사물함에 보관 되어야 합니다. (복도에 물건을 둘 수 없음)

Secondary students wishing to have their things back will serve janitorial detention during lunch.

사물함에 보관하지 않아 학교에 맡겨진 자신의 물건을 되돌려 받고 싶은 학생들은 점심 시간 동안 청소

징계를 받을 것 입니다.

If a student forgets their key, there is 10RMB fee to open it.

사물함 열쇠를 두고 온 경우, 사물함을 열기 위해 10RMB를 지불해야 합니다.

If the key is lost, there is a replacement fee of 100RMB. 열쇠 분실 시 재발급 비용은 100RMB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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