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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눈을 통해 본다

2017-2018년도 부에나팍 교육구의 스쿨
뉴스 롤콜의 3번째 발행을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스쿨 뉴스 롤콜과 다른 소통
방법들을 통해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저희 학교들의 활동과 학생 및
교직원들의 성취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스쿨 뉴스 롤콜 이번 호에는 학생들의 눈을
통해 본 프로그램과 교직원들에 대한 경험을
그렉 메그너선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들에서 나와
Superintendent
있듯이, 저희 교육구의 학생들이 직접 말한
내용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추가로
학생들이 직접 써 내려간 기사들도 보실 것입니다. 저희는
프로그램들과 학생들의 성취에 집중하겠지만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업 및 학교 경험을 모두 즐겁게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학교의 안전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구의 7개 학교 모두 캘리포니아 긍정적 행동 개입 및
지원(PBIS) 연합으로부터 긍정적 학교 캠퍼스를 지원하는
증명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육구는 부에나팍 경찰서와 파트너쉽을 통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발의안 B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파트너쉽은 저희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근본적인 것들입니다. 저희
캠퍼스의 안전에 대한 추가 내용은 교육구의 발행물들 그리고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더욱이 학생들을 대학 진학과 직업에 대해 준비하고 기술
지향적 미래를 준비하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의
현대화”에 있어서 7개의 저희 캠퍼스 중에서 5개가 완료
되었고 이번 여름 방학 동안 베티 및 코리 초등학교의 60
개 교실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두 학교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2018-2019 학년도에는 부에나팍 교육구의 7
개 학교 교실 모두의 현대화가 완료됩니다. 저희는 부에나팍
교육구의 교실이 최상의 학습과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번 호 “부에나팍 교육구의 스쿨 뉴스 롤콜”에는 저희
학생들, 학교, 교직원들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이번
호를 읽으시고 귀 학교를 방문하셔서 저희 부에나팍 교육구
전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훌륭한 작업들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부에나팍 교육구의 모두는 교육구에 속한 가족들을
섬기고 학생들과 학교들의 성취에 대해 공유하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들과
학생들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활동들을 팔로우 해주시고 의견을 남겨
주시고 정보를 원하시면www.Facebook.com/
BuenaParkSchoolDistrict 또는 저희 웹사이트
http://www.bpsd.k12.ca.us 를 방문하시고
트위터는 BPSDNews 입니다.

안전한 학교 커뮤니티를 위하여

교육구에서 보냅니다
뉴스를 통해서 저희는 미국 내의 학교 폭력에 대해 너무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에나팍 교육구 교직원들은
저희 교육구의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사람들로써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 있어 지속적인 약속을 다짐합니다.
학생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하는 일은 저희의 가장
우선적 과제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에나팍 교육구에는 저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약속을 반영하는 다음의 몇
가지 자원과 핵심실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는 안전에 대한
종합적 접근 방법의 일부입니다.
•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교육구 및 학교 안전계획
및 절차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비상사태로 인한 봉쇄, 보호소
전략 및 화재와 지진 절차를 통한 안전 연습훈련
• 각 캠퍼스마다 몇 개의 작업 스테이션을 통해 침입자
경보장치
• “발의한 B”에 근거한 학교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근 설치된 비디오 카메라, 학교 통신 시스템 및 기타
안전지원
• 부에나팍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학교에
청원경찰, 안전 그리고 매일 기타 지원을 제공받고 있음
• 긴급하게 동원할 수 있는 현장 재난대응 팀 등입니다,
저희가 계획 및 자원을 준비하여 놓았지만 학교의 안전은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찰, 사회 서비스 및 학교 커뮤니티
멤버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은 학교가
보관하는 학생들의 기록을 최신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과 보호자들은 저희 지역사회
내에서 어떠한 이상한 행동이나 의심이 가는 행동들을
신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안전 연습훈련 그리고 교사 및 사무실 교직원들의 지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상기시키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보았다면 반드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야말로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희 커뮤니티의 모든 일원들은 다음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bpsd.k12.ca.us 그리고 “안전” 탭을
클릭하시거나 귀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연락하시고 안전
계획을 검토하시고 중요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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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그너선 교육감님은 본 호에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눈을 통해서”라는
주제입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 호를 읽게
되는 시점에는 봄 방학이 끝나고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며 학업능력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Net a Ma dison

Netragrednik

본 학년도의 마지막 발행 호입니다.
새 학년도를 열기 위해서 9월호를 통해
시작할 것입니다. 스쿨 뉴스 롤콜을
여러 분들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낱말 찾기 답을 보낼 때
함께 주시는 의견들을 읽는 것은 정말
즐겁습니다. 여름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SCHOOL NEWS ROLL CALL, LLC
P.O. Box 728, Seal Beach, CA 90740
562/493-3193
Copyright © 2006, School News Roll Call, LLC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 without written
permission is strictly prohibited unless otherwise stated.
Opinions expressed by contributing writers and guest
columnists are their views and not necessarily tho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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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d and the right is reserved to select and edit content.
The Buena Park School District does not endorse the
advertisers in this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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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H. 베티 (K—6)
8201 Country Club Dr., Buena Park, CA 90621 • 714/523-1160

솔선하는 선생님

고든 H베티 학교에는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기여해서 저희 학교
커뮤니티를 더욱
발전시키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학생리더 부터
세리 황 교장 도움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까지 그리고 헌신한
교장
교사들과 교직원까지 저희
베티 가족들에게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학교에 여러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크리스틴 김 선생님입니다. 미세스 김은
조용히 그리고 친절하게 이런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그녀가
해낸 여러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세스 김은 저희 학교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속한 곳에서 그 역할들을 훌륭하게
완수하고 계십니다. 미세스 김은 베티 리더쉽팀의 일원이고
능력 부양 카운슬 그리고 베티 홈스쿨 단체(HSO)의
일원입니다. 저희 학생 임원단의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에 있어서 미세스 김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
및 행사를 계획할 때 매우 참신한 관점에서 의견을 내어놓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동료, 가족, 학생들과 함께 일할
때 미세스 김은 의견을 내거나 다른 이의 강점을 세워주거나
나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매우 창의적입니다.
미세스 맥도날드는 “미세스 김은 제 영웅입니다. 매일
그분의 도움을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미세스

반스는 HSO의 회장으로서 “
미세스 김은 HSO의 모든
미팅에서 베티 교사들을 대표하는
가치 있는 의견을 내어 놓습니다.
저희 HSO는 저희 학교 커뮤니티에
대한 미세스 김의 지식과 헌신에
감사합니다.
미세스 김은 긍정적 문화를
세우는 것에 헌신한 진실한
분입니다. 저희 학생 임원회의
자문으로서 매일의 활동에
항상 참여할 뿐만 아니라 베티
학교의 자존심을 보이기 위하여
오후활동이나 행사에 항상
참여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주 그녀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할애합니다.
학생 임원단의 회장 멕켄지
몰딘과 데이빗 후아레즈-가시아는 “미세스 김은 저희가 베티
학교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저희가 자신의
잠재력을 잘 발휘할 때까지 많은 노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학생 조세핀 캐롤은 최고의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녀는
제가 아는 선생님 중 가장 친절한 분이에요.” 베티 학교는
크리스틴 김 선생님이 없었다면 분명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녀는 신뢰받는 교사이자, 동료, 그리고 리더입니다. 그녀에
대해 나누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Day at the Beach —Word Search Contest
Rules! One word in the list is NOT in the word search.
When you have completed the word search, one word will be left and that word you email to:
Kay@schoolnewsrollcall.com Please put Buena Park in the subject line.
Entries must be received by May 30, 2018
From the correct entries one name will be drawn
to win a GAZUMP card/dice game - fun for all ages!
SUN BLOCK
TOWELS
SWIM SUIT
SUNGLASSES
UMBRELLA
HAT
FLIP FLOPS
PAIL
SHOVEL
BLANKET
BOOK

SURF BOARD
FLOAT
SHIRT
SANDWICHES
SHORTS
CHAP STICK
FIRST AID KIT
COOLER
DRINKS
SNACKS

Congratulations to Kathleen Ashe

Winner of our November Word Search Co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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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더 F. 코리 (K—6)
7351 Holder St., Buena Park, CA 90620 • 714/522-8389

저희 학교의 훌륭한 교사들

브리아나 트랜(6학년) & 아넬라 맨도사(6
학년)
코리를 훌륭한 학교로 만드는 많은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의 두 분은 바로
미세스 유 그리고 미스
멜라노입니다. 두분
발레리 코놀리 선생님은 코리의 정신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교장
코리 정신은 바로 “
노력하고 존경하고 소속하라”입니다.
두 분은 많은 학생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세스 유는 저희의 말하기 및
언어 전문가인데 항상 도움을 주시고
친절합니다. 유선생님은 한 학생이 더
이상 말하기 및 언어 도움이 필요 없을
때까지 여러 학년에 걸쳐 지원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유선생님이 매우
재미있고 훌륭한 교사라고 말합니다.
제스민 멘도사는 유치원 학생인데 “
저는 유선생님이 저희들의 말하기를
향상시키도록 돕고 잘하면 상을 주셔서
정말 좋습니다”라고 말합니다.

Covering the Buena Park School District

또 다른 훌륭한 분은 바로 미스 멜라노인데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녀는 여러 학년들을 가르치며 추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을 돕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과학
교사이자 레슨에 적합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멜라노 선생님이 실험실을 셋업하는 것도 저희는 너무
좋아합니다.
한 5학년 학생은 “멜라노
선생님은 항상 친절한 톤으로
말씀하세요.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것 같은 확신이 들게 해요”라고
말합니다.
유선생님 멜라노 선생님 모두
코리의 모든 사람들과 일할 때
열정적입니다. 학생들과 교실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교육구의
연설 대회의 결승 진출자들을
가르쳐 그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두 분은
캠퍼스에서 북클럽을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생님과 멜라노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계셔서 코리의 정신을
항상 목격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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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나팍 중학교 (7—8)
6931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0 • 714/522-8491

영감을 주는 학생들

부에나팍 중학교의 사명은 저희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동기부여하고 영감을 주자”입니다.
수상경력이 있는 연설 토론 팀 교사와 같은
훌륭한 교사들이 운영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사명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7학년 클로이 소라노는 훌륭한 토론
팀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해당 프로그램에
에릭 베거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교장
“연설 및 토론 팀은 기술의 역동적 혼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7학년이고 오렌지 카운티의 토론
리그에 5학년 때부터 참여했는데 저희들의 일상의 삶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이슈들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에 있어서 이런 이슈들을 얘기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시도합니다. 양 측의 의견을 이해하도록
양측이 서로 변론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해에는 성별 봉급
차등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찬성 팀은 통계, 성차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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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미국이 가장 신봉하는 평등을 논해 변론을 하였습니다.”
“부에나팍 중학교의 연설 및 토론 팀은 미세스 터휸과
미스 고메즈와 같은 매우 훌륭한 교사의 지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토론 팀 선생님들은 저희를
가족같이 대합니다. 두 분은 매우 잘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노력해야 할 부분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저희 팀에 더 많은
점수를 줄 수 있는 하이라이트를 알려주십니다. 저희가
리그에서 결승에 진출하면 20개 학교 중 상위 5위 안에
선정되어 항상 트로피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저는 개인
연설상을 수상하여 저희 토론 팀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은 제게 연설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더 많이
연구하고 글을 쓰도록 영감을 줍니다.”
저희 프로그램과 교사들이 매일의 일과에서 학생들을
영감을 주어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의 말을 통해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로이의 경험은 수상경력이 있는 저희
학교의 여러 프로그램중의 단지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챨스 G 에머리 (K—6)
8600 Somerset St., Buena Park, CA 90621 • 714/521-5134

로봇공학

혁신, 참여, 창조성 바로 이 세가지는
로봇공학을 교실에서 배우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차세대 과학
표준(NGSS) 및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을 집중하는 가운데 챨스 G 에머리 초등학교의
3학년학생들이
로봇이 장애물을
줄리 리네케
돌아가고 공을
교장
목표지점에
던지고 실로폰을 연주하게 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는 직접
경험하는 교육일 뿐만 아니라
인내를 배우게 하며 코딩이나
기타 논리적 사고를 배우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3학년 학생 라이언은
로봇공학이 도전이 되면서도
재미있다고 말합니다. “도전
사항은 로봇이 내가 원하는
것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재미있는 이유는 저는 코드를
통해 로봇을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제 파트너와 저는
농구공을 던지고 실로폰을 연주하기 위해 부대용품을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3학년 학생 니빈은 “로봇은 제 친구들과
협조하도록 돕습니다. 저희는 로봇을 콘트롤하고 장애물을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배웁니다. 저희는 로봇이 말하도록
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로봇
사용하는 것이 매우 즐겁습니다.
코드를 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배우도록 하니까요.”
STEM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저희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배움이 되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세스 응
그리고 미세스 카베느 두 분으로
인해 3학년 학생들은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술 지향 세계에서 저희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이 바로 미래에 컴퓨터
프로그래머, 공학자, 과학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Strong Leaders

Transform Schools
At the growing Eastvale STEM Academy, high school
students build knowledge in 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within an innovative learning community
guided by Kim Lu Lawe’s leadership and vision.

Eastvale STEM Academy, Medical Biology Class, Director: Kim Lu Lawe, Ed.D. ’16

Azusa Pacific’s School of Education prepares educators like Kim
to see and cultivate the potential in every student. Graduates
go on to make a lasting difference as creative, collaborative
professionals and dedicated advocates for those they serve.
Advance your calling with a master’s or doctoral degree,
credential, or certificate from a top Christian university and
join a mentoring community of educators who will help you
make an even greater impact.

Now enrolling for three start dates throughout the year.
Apply today!

Programs available at six Southern California
locations, including APU’s

Orange County Regional Campus
School of Education
apu.edu/education
21588

Covering the Buena Park School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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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벨 L. 팬들턴 (K—6)
7101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 714/521-8568

예술을 위한 교사

저희 학교에는 린 사입스 선생님이 계시며
이분은 저희 교육구에서 20년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미세스 사입스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생들을 위해 시간을 할애합니다.
미세스 사입스의 열정 중 하나는 바로
팬들턴의
재능 쇼케이스 입니다. 이를 통해
리처드 로드리
학생들이 연기하는 스릴과 흥분을 줄 뿐만
게즈
교장
아니라 교실 밖에서 학우들과 함께 협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내년에 재능 쇼케이스에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한
5학년 학생은 말합니다. “저는 제 친구 두 명과 다음 쇼에
대해 의논을 이미 시작했어요. 저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고
노래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특히 브루노 말스의
노래들요.”
미세스 사입스는 연례 학교 연극 제작을 돕고, 긍정적 사회
기술로써 이런 주제를 다루고, 학교 폭력 근절, 갈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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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을 쌓아가는 등의 여러 활동을 여러 해 동안 해왔습니다.
미세스 사입스는 오디션을 열고, 의상을 마련하고 배경을
만드는 등의 일을 다른 핵심 스텝들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대사를 외우도록 돕고 학생들이 연기를 할 때
중요한 순간에 항상 함께 해왔습니다.
“사입스 선생님은 특히 연극이 막 시작되고 나서, 제가
대사를 잊었을 때에도 함께 있어주셨습니다”라고 한 학생을
말합니다.
다른 학생은 “사입스 선생님은 제가 3학년 그리고 4
학년이었을 때 제 선생님이셨고 6학년이 되어서는 연극을
가르쳐주셨고 너무 재미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재능 쇼케이스의 제작과 학교 연극 제작은 학생들의 연기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무대 뒤에서 조명, 음향,
배경 등을 위해 뛰기도 합니다. 6학년 학생 한 명은 음향기기
조절이 흥미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운드 믹서를 조절했습니다. 재미있었고 계속해서
사운드 믹서를 만지는 일을 맡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C칼 E. 길버트 (K—6)
7255 8th St., Buena Park, CA 90621 • 714/522-7281

겸손한 헌트씨에게 영광을

길버트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깜짝
놀랄만한 영웅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곳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분이지만
러셀 해리슨
저희 커뮤니티에서
교장
그는 아이들에게 큰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기 인정하는 분입니다.
이 직원은 저희 학생들 전체를
자신의 역할 이상으로 섬기고 어린
곰돌이들을 위해 캠퍼스를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즐거운 곳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진심으로 그를 좋아합니다.
바로 저희 학교 관리인 미스터
브라이언트 헌트씨입니다!
쉬는 시간에 학생들은 헌트씨를
보기 위해 모두들 서두른답니다.
그는 항상 핸드볼을 던질 준비가
되어있고, 테더볼의 줄이 느슨하면
꽉 조여주고 농구 코트에서 새로운

네트로 교체하여 줍니다. 헌트씨는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
노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아이들 자신이 잘 압니다.
그는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지원하고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아이들을 환영합니다. 어린
학생들은 그가 놀이터 장비를 위한
산타클로스라고 아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도록 준비하기
때문이죠!
다른 학생들은 헌트씨를 열심히
일하여 캠퍼스를 청결히 유지하는
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학생들은 헌트씨를 도와 쓸고
테이블을 닦는 일을 좋아합니다.
왜 아이들이 이런 허드렛일을
좋아할까요? 아마도 잘 했을 때
너무 잘했다고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고 아이들이 말을 할 때
열심히 들어주는 귀를 가진 자상한
멘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캠퍼스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짓는 사람, 허리를 굽혀서 아이들을
돕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희
학교의 놀라운 미스터 헌트입니다!

제임스 A. 위테이커 (K—6)
8401 Montana Ave., Buena Park, CA 90621 • 714/521-9770

우리학교의 창

저는 이번
학년도부터
위테이커
초등학교의
교장으로서
각 교실들을
방문하였는데
호제 알라콘
교장
유치원이나 1
학년부터 저희
학교에서 시작한 학생들의
숫자가 많은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는 바로 위테이커가 좋은 학교라는
싸인입니다. 위테이커의 부모님들과 학생들 모두가
학교를 좋아합니다. 저는 “학생들은 위테이커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답변이 다양하고 흥미롭습니다. 가장 자주 듣는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스머렐다 - “저는 새로운 교실이 좋고 선생님들이 좋고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가 좋아요.”
• 카멘 - “저는 수학이 좋고 서로 돕는 것이 즐거워요.”
• 소니아 - “저는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시간에 나오는
음악이 좋아요.”
• 베찌 - “저는 읽는 것이 너무 좋고 지지 파티가 좋아요.”
Covering the Buena Park School District

• 아담 - “저는 Meet the Masters &
iPads 프로그램 같은 다른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 리카도 - “저는 점심시간에 갖는
체육활동이 좋아요.”
• 알지아 - “저는 저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좋고 그런 것들이 제 뇌를
개발하는 것이 좋아요. 제 부모님과
나눌수 있는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좋아요.”
• 에밀리아노 - “저는 좋은 규칙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 저희들의 배움에 도움을

주어서 좋아요.”
• 안토니 - “저는 Fit Lab이 좋은데 이유는 재미 있어서요.
그리고 컴퓨터 랩하고 광고가 좋아요.”
• 마지막으로 앤젤 - “우리는 학교에서 또 방과 후에
재미있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위테이커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저희 학교를 사랑하는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의 답들은 자신의 선생님들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위테이커에서 공부하는것이
즐겁다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저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저희가 학생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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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잠들기 전에 수 마일을 간다
6885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0 • 714/522-8412

리차드 홀래시 부교육감

부에나팍 교육구의 교통부는
로버트 프로스트가 “그들이 잠들기
전에 수 마일을 가야 한다”라고
한 시를 매일 인용합니다. 즉 저희
교통부는 매일 12개의 노선을 위해 12
인 승부터 84인승 버스까지 다양한
종류의 차량들을 운행합니다.
행정 서비스
매일 1,000여명의 부에나팍
Assistant
Superintendent
학생들의 등 하교를 지원합니다. 이는
매일 800여 마일을 달리는 것이고
연간 144,000 마일입니다. 매일 가는 노선 이외에도,
부에나팍 교통부의 운전사들은 학생들을 학년도
동안 다양한 필드트립을 가도록 교통을 지원하며
특히 5백여 명의 6학년 학생들이 과학 캠프에
참여하도록 하고 3,700 마일 이상을 다양한 날씨
상태에서 운전합니다.
본 교통부는 지난 9년 동안 1백만 마일을 운전하였고 해당
기간 중에 오직 1건의 사고만이 저희 책임이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이 있습니다. 매년 부에나팍 교육구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의 안전 준수 보고/터미널 검사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아 왔습니다. CHP는 또한 교통 사고 또는
기계결함, 부서 직원의 시험/검사 확인작업, 그리고 운전
기록과 의무적 인정서 및 검사 등에 대해 준수를 감독하는
것을 위하여 저희 교통부의 보수 일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에 협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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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봄에 저희 교통부는 Child-Check-Mate시스템을
모든 스쿨버스에 실시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스쿨버스
운전사들이 매 노선이 끝날 때 혹시라도 버스에 남아있는
학생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각 좌석을 체크하여 버스의 맨
뒷좌석으로 가서 경보장치를 끄도록 되어있습니다.
필립 젤라야는 2016년도 부터 스쿨버스 운전을 하였는데
“제가 부에나팍 스쿨버스 운전사로서 가장 즐거운 일은
팀 전체에서 받는 감사의 마음과 지원입니다. 이는 최고
국장부터 동료 운전사, 교사, 부모, 학생 모두를 포함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라몬 미라몬테스 박사 부교육감
6885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0 • 714/522-8412
부에나팍 교육구에서
교육가들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조기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나누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프리스쿨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어린이들이 저희
교육구의 학습 환경에 대해
교육 서비스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Assistant
알고자 했습니다. 한 4세
Superintendent
어린이는 “저는 이 학교가
좋아요”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학교에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
로켓을 놀 수 있어요”고 대답합니다.
어린 학생들도 STEM 활동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 아이는 중력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차를 긴 튜브에 넣어 굴리는 것을 통해 배웁니다. 그 아이가
튜브는 차를 더 빨리 움직이도록 한다고 설명합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교실에서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자신의 개인 경험을 교사와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증거입니다.
한 어린이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질문을 받고 “저는
극장에 가서 팝콘과 거미젤리를 먹어요”라고 대답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활동을 하고 서로 대화하고 교실

Rules!

안은 언어로 가득합니다.
어린이들이 도서센터에서 “책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남자아이는 다른 친구에게
파충류 책을 보면서 “저 악어
좀 봐. 삐죽 삐죽 튀어나왔네”
라고 말합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을
표현하고 다양한 언어에 있어
단어를 쌓아나가는 것을
배웁니다. “의사놀이”를 하면서
한 여자 아이는 “약을 먹으면
나을 거에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드라마 놀이 기회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자신들도 바로 그 환경의 한
부분임을 일깨워줍니다.
부에나팍 프리스쿨 프로그램에는 많은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언어를
연습하고 과학을 배우고 서로 협조해 가면서 삶의 경험을
안전하고 지원적인 교실환경에서 나눕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를 프리스쿨 프로그램에 등록하고자 하면 저희 교육구
사무실로 전화하십시오.

Adventures—Word Search Contest

One word in the list is NOT in the word search.
When you have completed the word search, one word will be left and that word you
email to: Kay@schoolnewsrollcall.com Please put Buena Park in the subject line.
Entries must be received by May 30, 2018
From the correct entries one name will be drawn to win
a GAZUMP card/dice game - fun for all ages!

CRUISE

SCUBA DIVING

JET PLANE

SNORKELING

HIKE

THEME PARK

MINING

SIGHT SEEING

RAFTING

MUSEUMS

FISHING

GALLERIES

HUNTING

RIVERBOAT

CLIMBING

SAILING

SURFING GEO-

ROAD TRIP

CACHING

ZIP LINE

BIRDWATCHING
Covering the Buena Park School District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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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eachers Only
FREE Mortgage Appraisal!
Special Rates and Loan Programs!
Rates Starting as Low as 3.875!
30 Yr. Amortized Loan as Low as 3.99%!
Pay Off All those Holiday Credit Cards at 22%
Take Cash Out to Update your Home or Back Yard
Reward yourself, you deserve it!
REVERSE Mortgages Too ! Did you know you can
get a Line of Credit on your Reverse Mortgage!

Mortgage Team of America
When you Shop,
Shop Experience!
Mortgage Banker
Since 1979!
Appeared on :
KFI TalkRadio 640AM

“In God we Trust”

Been Turned DOWN by
Your Bank? CALL!

James W Gordon Jr.

Cell: (949) 632-4347
MortgageTeamAmeric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