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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 기회의 실현

교육감

굉장한 기회의 실현
제가 이 기사를 쓰는 중에 2016-17
학년도가 겨우 6주가 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귀하가 학교 신문을 받으실
때에는 저희 학생들이 주정부 시험을 다
끝내고, 본 학년도를 종결하고, 메모리얼
데이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Greg Magnuson
저는 매 학년도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Superintendent
것을 느끼는데 이번 학년도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본 학년도에는 캘리포니아 공교육 체계와 저희
부에나팍 교육구에 새로운 활동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학교 교직원들이 새로운 교습과 학습 기준,
교육 기술 및 컴퓨터화 시험에 너무나 잘 적응해나가는 것을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에나팍 교육구에서는 저희 교육구 학교들에 여러 가지
새로운 교습 프로그램, 시설 및 기술 강화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여 2016-17 학년도를 “굉장한 기회”
라는 주제로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본 학년도의
마지막을 향해 달리는 가운데 다음의 페이지에서 보실
내용처럼 저희들의 굉장한 기회는 잘 실현 되고 있습니다.
부에나팍 교육구 학교 뉴스 롤콜 본 호에서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노고를 보여주는 많은 본보기들이 나와 있으며
저는 이를 감상하시기를 다시 한 번 초대 합니다.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각 학교의 프로그램의 한 부분을 선택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추가로 저희 교육구 사무실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시설물 현대화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본 학년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성취하였고 2017-18 학년도에 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더 많은 작업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24시간 7일 동안 언제든지 디지털 내용에
접근하도록 하는 1:1 iPad 사용 실시가 완료 되었으며, 특수
교육 아동들의 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가장 어린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프리스쿨 교실이 문을 열게 되었으며 이번
여름에는 길버트와 위테이커 학교의 60개의 교실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선택한 커리어에서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저희가 21세기형 학습 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에나팍 교육구에 속한 저희 모두는 학생들, 부모님들
그리고 교직원들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더욱이 이를 통해 저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학생들과
가족들의 삶을 향상시킨다”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다음의 주소를 통해 저희의 일상 활동을 팔로우 하시면
부에나팍 교육구 학교들에 속한 프로그램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BuenaParkSchoolDistrict 그리고
저희의 웹사이트 www.bpsd.k12.ca.us
그렉 메그너선
교육감

The Buena Park School District is offering
child care this summer at
Beatty School.

Summer child care is available
from 6:00 a.m. to 6:00 p.m.
The summer child care program includes
two exciting field trips per week such
as web[1].htm
web[1].htm
Knott’s Berry Farm, Discovery Cube, Boomers,
and a variety of other fun activities!
($135 per week)

Buena Park School District
Summer Child Care Program
Kid Connection
Enroll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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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Buena Park
School District Office at
(714) 522-8412 or at
kc@bps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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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년도가 끝나갑니다. 메그너선
교육감님이 3페이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에나팍 교육구는 이번
학년도에 “굉장한 기회”라는 주제에
집중하여 매우 성공적인 학년도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몇 주만 남은
상황에서 저희는 다음 학년도를
준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에나팍 교육구의 훌륭한 내용들을
담아 이 신문을 발행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으며 다음 학년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호에는 부모님 참여의 중요성,
STEM, 로드 어크로스 아메리카를
기념하는 것, 빅앤리틀 버디스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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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스쿨 뉴스를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콘테스트
참여하는 이메일을 보낼 때 함께
보내주는 훌륭한 논평을 읽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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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호 발행은 새 학년도를 맞아
환영하는 시기인 9월 13일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 활동 중 도서관에 가는 것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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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비스
현대화 업데이트
부에나팍 교육구의 학교들을 업데이트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한 더 큰 역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여름은 매우 생산적일 것입니다. 위테이커 초등학교와
길버트 초등학교의 현대화를 위한 자금을 위해 본 교육구는
6월에 1천 2백 4십만 달러의 일반 보증채권의 계획된
시리즈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본 학년도가 끝나고 이틀 후부터 바로 길버트의 31개
교실 그리고 위테이커의 23개 교실이 현대화 공사를 하게
됩니다. 현대화된 교실에는 가구, 바닥, 벽, 천정 등이 새롭게
개선되고 프로젝트 위주의 21세기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70인치 고화질 비디오 화면의 상호 프로젝트 시스템, 증폭
사운드 시스템, 통합 제어 장치 등도 설치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여름 방학이 끝나면 눈에 덜 띄지만 중요한
작업들이 완료될 것입니다. 모든 학교 및 교육구 사무실에
에너지 절약형 조명을 설치하고 일부 난방, 통풍 및 냉방
기기를 교체하며, 교육구 사무실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새로운 기후 및 외장 조명 제어 시스템을 설치할 것입니다.
본 교육구의 현대화 작업은 2014년 6월 3일 B발의안 일반
보증채권 선거 후에 시작되었으며 이는 교육구의 주민들이
학교와 교실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해 교육구가 시설물 종합
계획에 따라 7천 1백만 달러까지 허가하는 것입니다.
선거 후 교육구는 장기 기반 시설 향상을 위해 A시리즈
그리고 단기 기술 향상을 위해 B 시리즈로 1천 9백 2십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에머리 초등학교,
팬들턴 초등학교, 부에나팍 중학교의 교실을 현대화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학교의 놀이터 안전
프로젝트 완료, 비티 초등학교와 코리 초등학교의 지진 대비
안전 체제 설비, 학교 안전과 학습을 위한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구 전반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위해
확장되었습니다. 기술 업그레이드는 새로운 인터넷 전화
시스템, 경비 카메라, 4학년에서 8학년의 학생들에게 일대일
디지털 테블릿을 공급하는 것과 함께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무선 접근 등을 포함합니다.

프리스쿨

새로운 프리스쿨
부에나팍 교육구(BPSD)
에는 프리스쿨 연령 아동을
위해 부모님들이 “과도기
유치원”과 “마미앤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지난 3월
28일에는 저희 교육구에서
더욱 새로운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리본커팅 개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도기 유치원에 들어갈
연령이 아직 되지 않았고
마미앤미 프리스쿨의
클래스에 부모가 같이
동반할 수 없는 경우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교육구는 현재 주정부
인가를 받은 4일의 반나절
프리스쿨을 팬들턴과
위테이커에서 제공합니다.
“프리스쿨은 많은
아동들이 학교 생활을
시작하도록 돕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라고 메그너선
교육감은 말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부에나팍 교육구에서
유치원 연령에 이르지 않은 아동들이 프리스쿨에 갈 수 있는
세 번째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
년에 8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추가 프리스쿨 대안을 제공할
것입니다.”
리본커팅 개교식은 부모님들, 교육구 이사회 이사들,
부에나팍 리더들, 교직원들 그리고 지역사회 파트너 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부에나팍의 시장이자 전 부에나팍 교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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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인 엘리자베스 스위프트 박사는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교육구의 “조기 학습 프로그램”에 표창장를 수여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서는 바로 학생들이
청중들에게 “굿 모닝” 노래 및 알파벳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교실을 방문하여 학습이 일어나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3세에서 4세 사이의 연령 아동의 부모님들은 만약
부에나팍 교육구의 “조기 학습 프로그램”의 프리스쿨
선택에 관심이 있다면 교육구 사무실 (714) 337-3828로
전화하십시오.

학생 iPad 사용 실시

학생 iPad 사용 실시 완료
지난 해 4학년에서 6학년의 학생들에게 교육구 iPad 사용
실시를 한 후 올 해 초에는 7학년에서 8학년의 학생들에게
iPad를 배포하기 시작하였으며, 교유구는 과도기 유치원(TK)
에서 3학년의 학생들을 위한 iPad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4
월 달에 완료된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최종 배포를
포함하는 저학년을 위한 실시에는 200개 이상의 iPad Air
2 모델과 케이스, 싱크 케이블, 충전 브릭, 헤드폰 및 장비를
보관할 용기 등을 포함하며 교육구 전체의 배포가 완료
되었습니다.
부에나팍 교육구는 2년 만에 4학년에서 8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학교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iPad를
공급하였습니다. 과도기 유치원부터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실에서 센터를 중심으로 한 모델로써 학생들이
캠퍼스에 있는 동안에 학생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iPad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에나팍
교육구는 중앙화 된 모빌 장치 매니저(MDM)를 통하여
접근과 사용을 관리합니다. 추가로 MDM 시스템을 통하여
부에나팍 교육구의 교육 기술 팀은 현장의 행정 직원들과
교사들에게 교실에서 사용하기 위한 “앱” 그리고 필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교육구는 더 나아가 1:1 iPad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3
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iPad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수 교육의 특별 학습 시스템(ULS)

특수 교육의 포커스
“모든 사람은 학습할 수 있다”는 바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종합적 교육 과정을 말하는 “
특별 학습 시스템(ULS)”의 핵심 구절입니다. 부에나팍
교육구의 특수 교육 교사는 실제로 독특한 학습 과정을
위한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였고 그 후, 해당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접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2016/2017 학년도
동안 부에나팍 교육구의 교사들은 ULS 학습 과정을
상당한 필요가 있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전반적으로
적용하여 왔습니다.
ULS는 온라인으로써 상호적 도구로 되어 있는 표준을
중심으로 하여 특수 필요가 있는 학생들이 학년 수준의 커먼
코어 주정부 표준 교육 과정을 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ULS 학습 과정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현재 학습 수준에
따라 교습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철저히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표준을 중심으로 하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ULS는 학생의
개인 교육 계획(IEP)에 나와 있는 목표들 뿐만 아니라 핵심
표준에 있어서 향상을 모니터하기 위한 온라인 추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습 계획안과 자료는 일기, 쓰기, 수학,
과학, 사회학 등의 주요한 기술을 다룹니다. 단 하나의 학습
Covering the Buena Park School District

계획안을 모든 학생들에 적용하기 위해 다수의 수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몬 미라몬테스 박사는 “부에나팍 교육구 교사들은 커먼
코어 주정부 표준의 종합 교습을 반영하기 위한 교육구의
일반 교육 학습 과정과 ULS을 양립하기 위한 조정 가이드를
개발하기 위하여 학년도의 주요한 시간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런 계속되는 노력을 통해 학년 수준으로 정비된 명쾌한
학습 유닛이 나올 것이며 이는 교습의 질과 특수 필요를 가진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 시킬 것입니다. ULS 부에나팍 교육구
교직원들은 계속해서 “모든 학생들과 가족들의 삶을 향상”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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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don H. Beatty (K—6)
8201 Country Club Dr., Buena Park, CA 90621 • 714/523-1160
야외 학습
학습은 모든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130명의 비티
초등학교6학년들은 5일
동안 샌버나디노 마운틴스에
있는 “캠프 팔리에서 열리는
야외 과학 캠프”에 참석하여
많은 인상 깊은 기억들을
세리 황
만들었습니다. 저희 6학년
교장
학생들 대부분은 부모님과
가족과 떨어져 지낸 첫 번째 경험일 뿐 아니라
진짜 눈을 보고 숲 속을 탐험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야외 교육, 과학, 리더쉽
등이 포함된 캠프 팔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교실 벽을 넘어서 학습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5일 동안 학생들은 자신들의
안락함을 벗어나도록 도전 받고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자연의 세계와 좀 더 깊이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생태계를 탐험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가이드와 함께 숲 속을 걷고 실제적인 과학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생들은 호기심을
유발하는 법의학, 지질학, 생물학에 대해 심도 있는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룹 협동과 팀빌딩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리더쉽과 인간 관계 기술을 경험하였습니다. 캠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은 바로 높은 밧줄 타기였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학생들이 독특한 도전을
감당하도록 하고 공포심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설계된
순서였습니다.
6학년 학생 중의 한명인 아쿨 보라는 이 경험을 한마디로
“과학 캠프는 아주 신나는 라이프 레슨이 가득한 대단한
기회였다”라고 말했습니다.

Buena Park Junior High (7—8)
6931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0 • 714/522-8491
교실 안팎의 챔피온
올 해 부에나팍 중학교(BPJHS)의 주제는
“성취의 한 해”였습니다. 학년도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 교실 안팎으로 몇 가지 대단한
성취가 있었음을 보고 하고자 합니다.
교실 안에서 저희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지난 해보다 모든 과목에서 학년 평점 평균이
올라갔습니다. 올 해 3사분기 중 627명의
에릭 베거
학생들이 평균 3.0 이상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장
그룹의405명의 학생들은 평점 3.5점 이상의
우등 수준을 받았으며 202명의 학생들은 4.0 평점의 만점을
받았는데 이는 최고 우등 수준입니다. 추가로 저희 학생들은
학년 말 평가 시험 중 언어 영역에서 14점 그리고 수학
영역에서 5점을 더 받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제한이 없는 교실”의 실행을 위해36개의 21
세기형 새로운 교실과 일대일 환경을 위한 1,000개의 디지털
테블릿과 함께 완전히 탈바꿈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뉴스 프로그램과 함께 온라인 신문도 개설하였으며
주소는 BPJHStallion.com 입니다.
저희 교사들은 “캔버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온라인
학습 플랫폼 조성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했고 이는 저희
학교 학생들의 성취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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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일단 전체적으로 조성이 되면 학생들은 방과
후에 당일의 수업을 검토할 수 있고 자신의 테블릿으로
온라인에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 시간이 6시간 30분과 주 5일에서 24시간과 주 7
일로 연장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제한이 없는 교실입니다.
많은 부모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부모 그룹들
중 몇 그룹은 부모 교사 학생 협의회(PTSA)에 성공적으로
합류하였습니다. 부에나팍 중학교 PTSA는 새로운 모금
계획과 표창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일찍이 조성하여 왔습니다.
저는 또한 저희 학생들, 교사들, 직원들, 부모님들이 저희
아이들이 챔피온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향해
나아갈 때 부에나팍 중학교 커뮤니티는 많은 일들을 성취할
것을 확신합니다.
교실 밖에서는 저희 학교의 토론과 스피치 팀이 오렌지
카운티 토론 리그 챔피온쉽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희의
상급 로봇 공학 팀은 로봇 네이션 대회에 나가 경쟁하여 줄
따라가기와 수모 레슬링 부문에서 20개 학교 중 상위 3위를
거뒀습니다. 저희 운동 프로그램에서 저희 학교 선수들은
농구와 축구의 리그 챔피온쉽에서 승리하였습니다.

Arthur F. Corey (K—6)
7351 Holder St., Buena Park, CA 90620 • 714/522-8389

발레리 코놀리
교장

패밀리 어페어
가족들이 서로 귀중한 시간을 함께하도록
기회를 조성해 주는 것은 저희 코리 학교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코리 학교
PTA와 교직원들의 헌신으로 인해 최근에는
학생, 형제 자매들, 부모님 등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학교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오렌지 카운티 천문학자들이 배율이
높은 망원경을 가지고 코리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각 각의 망원경은
달, 다른 행성 및 다양한 별자리
등 다른 천체를 보여 주었습니다.
흥미로운 동시에 교육적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달을 가까이 볼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저는 책에서만
봤었습니다. 오늘 전까지 말이죠”
라고 4학년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의 엄마가 “오늘 밤은 가족
전체에게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에는 가족들이 빙고 놀이를
하여 상품을 타가도록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긴장한
모습으로 다음
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저희 학교
카페테리아가
흥분으로 가득
하였습니다.
“빙고 놀이가
너무 재미 있고
제 부모님이 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좋아요”라고 6학년 학생이 말하였습니다.
코리 초등학교는 학년도 내내 학생들과 가족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저희 학교 커뮤니티
내에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보는 일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건강한 습관을 장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연례 “컬러톤”의 포거스는 운동과 모금 두 가지 모두였습니다.
이 행사에서 참가한 사람들이 트랙을 뛰어 갈 때 색깔이
있는 옥수수 전분을 뿌려 주었습니다. 뛰고 나서 가족들은
가족들이 함께 춤추고 놀 수 있도록 인도하는 DJ가 진행하는
음악과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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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리 리네케
교장

NGSS를 통해 STEM을 경험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립 교육 교육감인
탐 토락슨은 “오는 10년은 고도의 기술적
측면을 요하는 직업들의 숫자가 다른 직업들의
숫자를 능가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차세대
과학 표준(NGSS)은 학생들이 실제 세상에서
필요한 실용적 기술을 성취하도록 하여 그들이
세계에서 캘리포니아 경제 및 기술 부문의
리더가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찰스 에머리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교실에서 “차세대
과학 표준(NGSS)”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과학적
개념 사고를 사용하도록
요구되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프로젝트를
하도록 계획하고 안내
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은
몇 개의 학급에서
에너지가 사물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밝히는
실험을 하고, 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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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는 몸의 근육에 대한 역학을 발견하고, 로봇 공학
손가락을 개발하고 힘과 동작을 공부하기 위해 롤러 코스터를
설계하였습니다.
5학년 학생은 “저는 과학에 대해 읽거나 쓰거나 하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좋아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학생들이 과학을 직접 경험하여 학습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영감을
주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과학과
연관하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과학과 공학의
실행, 학문의 핵심
아이디어, 교차
개념 등의 “차세대
과학 표준”의 3
가지 차원을 통하여
학생들이 더욱
심도 있는 학습을
쌓아나가도록
합니다.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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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 E. Gilbert (K—6)
7255 8th St., Buena Park, CA 90621 • 714/522-7281
읽기에 대한 성공을 축하하며
길버트 학교는 부에나팍
교육구의 비전인 “모든 학생이
3학년까지 해당 학년 수준에
적합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언어 영역
교습과 “풋스텝 투 브릴리언스”
러셀 해리슨
와
같은 기술과 소프트웨어
교장
접목을 통하여 저희 교사들은
모든 학년에 있어서 상당한 성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읽기는 지금까지 꾸준히 저희의
우선 목표였으며 길버트 학교는 미국 전체 읽기 운동 위크
(Read Across America Week)까지 2월과 3월 동안 읽기의
기쁨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래된 전통을 계속 지켜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길버트 학교의 읽기 프로그램은 교사와
부모가 협력하여 모든 학생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우선하는 “독립적 읽기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읽기를 늘리고 개인의 읽기 목표를 달성하도록
장려됩니다. 읽기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리딩 스피릿 티셔츠를
상으로 주고 매주 금요일 입도록 하는데 이는 커뮤니티에
저희가 가진 책 읽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
해에는 6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학생들의 읽는
능력에 대한 성공을
축하하기 위하여 길버트
학교는 두 번째 연례
미 전체 읽기 운동의
가족 피크닉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많은 훌륭한 분들이 저희의
초대에 응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였으며 저희는
공개적으로 읽기의 힘과
기쁨을 함께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에나팍 시의 시장님의 지원과, 경찰서
서장님, 소방관들, 조종사들, 동물 구조 대원들, 부에나팍
예비군 장교 훈련 부대 그리고 다른 분들, 저희 학생들이
읽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도록 권장하는 일에 시간을 내어
함께한 모든 분들께서 보여주신 성원에 감동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소방차와 경찰차를 구경하고 헬리콥터의 조종간에
앉아보고, 희귀한 파충류를 만져보고, 장애물 코스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론다 마티네즈는 저희 PTO의 공동 회장으로서 “이
피크닉은 정말 저희 지역사회가 우리 학교와 학생들의 성취를
함께 축하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행사입니다. 제 가족은
아직도 이 피크닉에 대해 얘기하며 내년에도 있을 피크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Mabel L. Pendleton (K—6)
7101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 714/521-8568
부모의 힘
팬들턴 학교는 활발하고 적극인 지원을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정말 행운입니다.
바바라 이나누 부인의 인도 하에 PTA는
이사회를 두 배로 그리고 캠퍼스에서의 교과
외 활동의 수를 늘리는 것을 통하여 지난 2
년간 캠퍼스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2월 16일 설립자 기념일에 PTA는 120번
켈리 러브
째 기념일을 축하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임시 교장
교직원들은 학교에 기여한 것에 대해 상을
수여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장기 자랑을 통해서 부모들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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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 학생들, 교사들은 모두 이런 경험을 기뻐하였으며
내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들턴 부모인 셰릴 아노코는 “
팬들턴의 한 가족으로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부모, 학생,
교직원 모두 우정을 느꼈어요.”
PTA는 3월 18일 토요일 팬들턴 커뮤니티에 카니발을 위해
열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카니발에 많은 가족과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핫도그를 먹으며 게임을 하고 만들기
시간을 가지는 수 많은
가족을 보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PTA를 통해
가족들은 많은 재미와 공동체
형성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캐더린 알바 부인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
장기자랑과 카니발은 저희
학교 PTA가 모금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PTA는 가족과
교직원을 하나로 만들었고
학생들이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James A. Whitaker (K—6)
8401 Montana Ave., Buena Park, CA 90621 • 714/521-9770
위테이커 학교는 읽기
분야에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동기화하는 것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 해 저희 학교는
빅버디와 리틀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하는 자가 리더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훌륭한
줄리 패론 박사 경험을 하였습니다.
현재 40명 이상의 학생들이
교장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학년과 6학년 학생들(빅버디)
은 1학년과 2학년 학생들(리틀버디)과 일 주일에 2번 같이
책을 읽습니다. 이 활동에는 “좋은 독서자가 하는 일”과 같은
모델과 실천 전략 등이 있습니다.
빅버디는 리틀버디를 다음과 같은 지시를 통해 이끕니다.
첫 째, 그림을 봅니다. 다음 입을 준비해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각 문자를 발음하고 함께 소리를 냅니다. 문장을
다시 읽어 무엇이 논리적인지를 생각합니다. 모음의 소리를
뒤집어서 긴 모음과 짧은 모음의 소리를 내어 봅니다. 그리고
신중히 단어의 모든 부분을 읽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빅버디는
자신의 리틀버디가 향상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합니다. “제
버디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읽게 되었어요.”
라고 빅버디가

말합니다. 다른 빅버디는 “’D’ 책은 이제 제 버디에게 쉬운
책입니다. ‘E’ 책으로 넘어 갔습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빅버디는 “저는 제 리틀버디로 인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아주 많이 알게 되었어요”라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제 버디가 제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읽기 속도가 아주 좋아요”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프로그램과 저희 학생들에게 향상이 있어 매우
기쁩니다. 더 많은 학년들을 참여시키고, 리드하는 학생들이
읽기의 평가 기술에 있어서 어린 학생들을 맨토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책을 함께 읽기에 도전하는
버디들의 얼굴에 자신감을 보는 일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읽기 버디는 진실로 책을 읽는 자가 리더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Going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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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15, 2017
From the correct entries one name will be drawn to win
a GAZUMP card/dice game — fun for all ages!
Carpool

Future

Reduce

Compost

Garden

Renewable

Conservation

Healthier

Resources

Difference

Impact

Respect

Eco Friendly

Low Waste

Responsibility

Efficient

Planet

Reuse

Emissions

Process

Solar

Energy

Protect

Environment

Recycle

Congratulations to:
Rosario Fuller

Winner of our last issue Word Search Contest!
Covering the Buena Park School District

May 2017

9

Book Review by Abbas
오싹하고 재미있는 책

락우드 & 컴퍼니는 조나단
스트라우드의 소설로써 십대
심령술사인 루시 칼라일,
죠지 커빈스, 그들의 리더
안토니 락우드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그들은 함께 런던에
아바스의 서평 작은 유령과 싸우는 락우드
& 컴퍼니라는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문제”라고 해서
유령 사건이 증가하자 락우드 & 컴퍼니는 유령의 활동을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각 멤버의
능력을 사용하여 유령들과 싸워 나갑니다. 런던에서 가장
유령이 많이 출몰하는 곳에서 임무를 제시 받은 락우드 &
컴퍼니의 멤버들은 정말 무서운 유령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들이 그날 밤에 임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는 흥분되는 대목과 기대하지 않은 반전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싹하는 이야기에 5개의 스마일을
주고 싶습니다.
아바스 D는 5학년 학생이며 자유 시간에 요리, 수영을 좋아하고 구운
마시멜로우를 좋아합니다. 아바스는 스마일 1에서 5개 중에서 점수를
주는데 최고점은 스마일 5개 입니다.

Lucy’s Book Review
다른 소년

저자: M.G. 해내시
당신의 몸과 당신의
뇌와 심장이 잘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셰인 우즈는 평범한 6
학년 남자 학생입니다.
그는 야구, 비디오 게임을
루시의 서평
좋아하고 그 반 친구 매들린을 좋아합니다.
셰인은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새학교 친구들이 그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학교에 올 때 그는 마치 백지 같은
경력으로 왔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문제가 터져서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밀이 드러날까요? 더욱 심각한 것은 그의 몸을 바꾸기
위해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그의 부모님께서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혼란 속에서 셰인은 자신을 진짜 아끼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옆에 끝까지 남아준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때로는 잔인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진실한
면을 표현해야 하는 용기를 찾아가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훌륭한 책이기 때문에 5개의 책벌레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루시는 5학년 학생으로 연극, 기타치기, 노래를 취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해리 포터의 열렬한 팬이며 후일 이런 책을 자신이 출판하고자
합니다. 루시는 1에서 5개의 책벌레 중에서 점수를 주는데 5개의 책벌레가
최고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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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na’s BookReview
놀라움

라쿠엘 J. 팔라시오
풀맨 가족들은 첫
눈에 특별한 점이 없는
가족입니다. 두 아이,
엄마, 아빠, 드라마, 싸움,
스타워즈에 푹 빠지는 것
알라나의 서평 등으로 도대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어기.
어거스트 풀맨은 풀맨 아이들 중 막내입니다. 그가 출생한
때부터 매우 달랐습니다. 즉 그의 얼굴이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어기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아주 어려서 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기가 처음으로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갔을 때, 그의 순진함이 깨어지지는
않을까요? 자신의 친구들이 사악한 따돌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 줄까요?
저는 이 책에 별 5개를 주고 싶은데 그 이유는 요즘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당신의 마음을 여러 번 뭉클하게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관해 적어도 한두 개의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알라나는 학생 칼럼니스트입니다. 손에 책이 들려 있거나
아니면 비디오 게임 또는 소설 쓰기를 즐깁니다. 알라나는
책을 1에서 5점 중에서 점수를 주는데 최고점은 5점 입니다.

Book Review By Katrina
마음을 사로잡는 책

제시카 스팟우드가
쓴 “본 위키드”는 세 자매
케이트, 마우라, 테스의
3부작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입니다. 자신의
역할들이 “브라더후드”
카트리나의 서평 라는 집단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는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 자매들은 이런 막강한 남자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용히 살지 않으면
마녀로 정신병원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세 자매는
마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욱 위험할 뿐입니다. 가장
큰 언니 케이크는 엄마 없는 자매들의 리더로서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자신과 두 자매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케이트가 시스터후드에 입단하거나 결혼을 해야 되는 나이에
이르자 세 자매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책은 “살램 위치 트라이얼” 같은 느낌을 주는
책으로써 정말로 눈을 뗄 수 없도록 만드는 매력적인 구성을
지녔습니다. 약간의 로맨스와 약간의 마술과 함께 이 책은
YA 애독자들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5개의
초승달을 주고자 합니다.
카트리나는 9학년으로써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을 독서만큼이나
좋아하고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을 즐깁니다. 카트리나는 머지 않은 미래에
자신도 작가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카트리나는 1개에서 5개의 초승달
중에서 점수를 주게 되어 있고 최고점은 5점 입니다.

Polo
Water Polo

For all ages & skill levels

Residents/Communities of: Cypress, Garden Grove, Lakewood,
Long Beach, Los Alamitos, Rossmoor, Seal Beach, Sunset Beach,
Surfside, La Palma, La Mirada, Cerritos and other local communities.

Managed by International Water Polo Club

Sign-up/information:
www.internationalwaterpoloclub.com
Email: interwpc@gmail.com
Cell/Text (949) 533-5216
USA Water Polo Olympic Pool Facility

Joint Forces Training Base, Los Alamitos, CA 90720

Other programs – swim lessons, clinics, camps, club teams,
academy, games, water safety and Jr. guard prep Free Tryouts!

Note-ables
깊은 숲 속에서 태어나다

레드 얀은
가수이자 작곡가인
앤디 퍼거슨과
이명동인으로서 이
음반은 딥우즈 3
부작 시리즈의 세
기억할만한 것 번째 요소입니다.
딥우즈는 매력적인
원시 장소로써
숲 속의 동물이 사는 곳으로 레드 자신의 콘셉입니다.
토속적이고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각 노래는 레드가
직접 작곡 작사하거나 전통적 포크송의 음을 따온 것으로
노래에 나오는 동물들은 그와 그의 아내 제시 엘러 아이작이
공연하고 다양한 악기를 전원 밴드가 연주합니다.
딥우즈는 전통적 보통의 여느 어린이 노래 분위기와는
차이가 납니다. 어린 아동들의 음악은 가볍다는 것에
대조되게 그의 노래는 뿌리가 깊은 맛이 있습니다.
레드의 음악적 배경은 바로 그 뿌리에서 나옵니다. 정통적
컨트리음악, 블루그래스, 블루스, 하트랜드 록앤롤 등이
그 가사에 촘촘히 짜여져 있으며 이를 통해 따뜻하고 듣기
좋은 음악이 탄생합니다. 타이틀 발라드 노래는 바로 우화에
나오는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를 레드 자신의 이야기로
바꾸어 바다 거북과 토끼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
앵무새” 노래는 보 디딜리의 짧은 노래를 듣는 것처럼
느껴지고, 엘비스의 영향과 레이 찰스의 힌트가 남아
완전히 변화한 형태입니다. “올드 마더 구스” 노래는 마치
댄스 음악과 같은 느낌이고 “프록 웬트 어 코팅”은 특이한
박자를 입니다. “리틀 베이비 본 투데이”는 오래된 밥 딜런
스타일로써 새 생명과 엄마들을 찬사를 하는 노래인데 특히
이는 엘레 아이작이 두 부부의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녹음된 것입니다. CD 속에 가사가 나와 있는 팜플렛에는
이전의 어떤 음악 콜렉션에도 나와 있지 않은 정말 아름다운
좋은 느낌이 드는 만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만약 오늘이라도 우즈에 가려고 한다면 당신을 크게 놀랄
것입니다.

For Students Who Learn Differently!
Learning & Fun
Under the
SUN

June 28 - July 26
To see our offerings for Summer School, Summer
Camp & Educational Assistive Technology (EdAT)
visit www.prentice.org/summer

For a school tour, call

(714) 244-4600
We serve K-8

케이트 칼프는 학교 뉴스 롤콜의 편집인이자 프리랜스 작가이자
편집자입니다.

Covering the Buena Park School District

www.prenti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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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 L E B R ATE

529 DAY
2 017

GET $50
when you open a ScholarShare 529
college savings plan account with $50.
Start saving for higher education with ScholarShare.
Open a ScholarShare 529 account between May 24 and 26, 2017,
with a minimum $50 deposit and $25 Automatic Contribution Plan
for six months and we will add $50 to your account.
A college savings plan from ScholarShare is easy to set up, easy to maintain,
and gives you a hassle-free path to special tax benefits. It only takes 15 minutes to get started
and it’s a great way to save for higher education expenses with tax-free growth opportunity.

ScholarShare.com /529day

800.544.5248

To learn more about ScholarShare’s College Savings Plan, its investment objectives, tax benefits, risks, and costs please
see the Disclosure Booklet at ScholarShare.com. Read it carefully. Investments in the Plan are neither insured nor
guaranteed and there is the risk of investment loss. Taxpayers should seek advice from an independent tax advisor based on their own
particular circumstances. Visit ScholarShare.com/529day for terms and conditions. Promotion ends 5/26/17. Sponsored by the California
529 College Savings Plan. TIAA-CREF Individual & Institutional Services, LLC, member FINRA, distributor and underwriter. 136592
17SCH050_041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