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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KCA의 사명과 교육이념 

 

KCA의 사명 

 

 KCA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
경적 세계관의 기반 하에, 영어로 진행되는 양질의 교육을 통해, 선교사 가정과 동역하기 위해 존

재 한다. 

 

비전 

 

 각 학생들을 향한 우리의 비전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하나
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잠재력을 이해하고, 감사하고, 개발시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하도록 준비하는데 있다. 

 

신앙진술 

 

1. 우리는 성경-신 구약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원본에 오류가 없는, 인간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완벽한 계시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거룩
하고 최종적 권위를 가짐을 믿는다. 

2. 우리는 영원히 세 성품으로 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창조주,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3.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참 신과 참 인간
이셨고 또한 지금도 그러하심을 믿는다. 

4.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성경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물로 십
자가에서 달려 돌아 가셨다가, 죽음에서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계속
해서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의 대제사장과 중보자 되심을 믿는다. 

5. 우리는 인간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법에 반항함으
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심판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되

었음을 믿는다. 성령으로 거듭남으로만 구원과 영적 생활이 보장될 수 있음을 믿는다. 

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리심과 부활만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의롭다 칭함을 

얻음)와 구원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믿으며, 성령에 의해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
고, 영접함에 의해 하나님에 자녀가 됨을 믿는다. 이 영원한 구원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

지는 것이다.  

7. 우리는 성령의 사역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며, 이를 위해 성령께서 모든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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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들 가운데 거하시며, 영적 생활을 살도록 하시며, 그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거룩한 삶을 살 힘을 공급하시며, 모든 섬김과 증인의 삶을 살도록 무장시키신다는 것을 

믿는다. 

8. 우리는 주 예수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며, 그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개인의 삶과 신앙인
의 섬김에 있어 생명력을 갖게 한다. 

9. 우리는 죽은 자의 육체의 부활을 믿고, 믿는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과 기  

쁨이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하나님과의 의식적인 분리와 심판이 있게 됨을
믿는다. 

10. 우리는 모든 세대, 언어, 족속, 국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
아 구원을 받는 오직 하나의 참된 교회가 있음을 믿으며, 이 교회는 성령에 의해 회생되
며,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몸 안에서 연합되어짐을 믿는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정규적 모임을 통해 성경말씀과 상호격려에 의한 예배, 규정에의 참여, 그리고 의
식이 세워지도록 지도하신다. 

 

 핵심 가치  

 

1.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자녀를 교육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KCA는 부모의 의한 이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위임 받았다.  

2.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탁월성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한다. 

3. 우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학문적인 도전을 주기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한
다. 

4. 우리는 잃은 자들에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헌신한다. 

5. 우리는 문화적 민감성을 개발시키고, 유지하기를 원한다. 

6. 우리는 각 학생들을 신실한 교사들과, 행정가, 이사회 가운데 양육하도록 노력한다. 

7. 우리는 질서 있고, 안정된 학습 분위기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교육철학 

 

1. KCA의 교육철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보여지듯 하나님 중심의 진리관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 갈수 있도록 우리
에게 힘주시는 성령님을 인정한다.  

2. 특히 성경은 모든 개인이 하나님께 신체적, 지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인 면에서 특별히  

      창조되었고 특별한 재능을 부여 받았음을 알려주고 있다. 

3. KCA는 성경의 진리와 교육적 지식을 함께 조화하여, 그것을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기초적인(신체적, 지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인) 영역에서 각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

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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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CA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교사진들이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사들은 학생들을 사랑하며, 가르치며, 개발하며, 동기 부여, 선
도, 격려, 훈련, 평가함에 있어서 학생공동체의 모델이 된다.   

5. 성경은 더 나아가 가정은 모든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교육
기관임을 가르치고 있다. 각 부모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 그들의 자녀를 훈련시키고, 교육
시키는 책임을 부여 받았다. KCA는 부모들의 요청에 의해 이 과정에서 동역자가 된다. 

 

교육목표 

 

1. 영적 발달 

a. 우리는 학생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인정하며,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
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를 갖도록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한다. 

b. 학생 개개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c.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개인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장려

한다. 

2. 지적 발달 

a. 학생들이 장래의 학업 또는 직업 분야에서 필요한 수행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b. 학생들이 학업을 즐거워하도록 돕는다. 

c. 모든 학문 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를 가르치며, 사고력, 비판력과 효과적인 의사소

통 능력을 가르친다. 

d. 창조성과 개인적 표현을 격려한다. 

e. 건전한 학습습관을 가르치며, 증진시킨다. 

3. 사회성 발달 

a. 다른 사람들과의 건전한 인간관계를 갖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b. 학생들이 인종, 문화나 신앙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느낌을 이해하고, 존중하

도록 격려한다. 

c. 지도력 발달, 팀의 단합, 건전한 스포츠 정신의 개발에 초점을 둔 특별활동을 장려한다. 

d. 학생들이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으로 인류에 봉사하려는 열망을 개발하도록 격려한다. 

4. 정서 발달 

a. 제 3의 문화를 경험하며 자라나는 학생자신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인식하며, 이해하도록 

돕고, 나아가 교회와 세계에 그들이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잠재성을 인식하게 한다. 

b.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의 가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돕는다. 

c.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자기 절제를 보일 수 있도록 격려한다. 

5. 신체 발달 

a. 건강유지를 위한 훈련된 습관형성과 평생건강을 위한 신체운동의 유익을 홍보한다. 

b. 각 학생의 협동력, 체력, 인내력 발달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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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입학허가와 출석안내서 

  

입학정책 

 

KCA는 유치원(초등학교 준비반만)부터 초, 중, 고등학교까지 가르치는 사립 기독교학교로, 북미
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미국 교육 시스템으로 교육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의 독특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며, 우리 학생들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
므로 입학허가는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여겨져야 한다. 학교는 특정한 이유로 특정 학생에 대한 

입학을 철회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입학허가 우선순위 

 

      1. 현재 사역 중이거나, 새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재정을 후원 받는 선교사 가정의 자

녀들. 

2. KCA의 현재 재직 중이거나, 앞으로 새로 오게 되는 교사, 스텝들의 자녀들. 

3. 자비량 선교사로, 자녀들을 우리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교육하기를 원하는 가정의 

자녀들. 

4. 재 우크라이나 외국인으로 KCA의 교육 이념과 지침서에 따르기를 동의하는 가정의 

자녀들. 

5. 제 2외국어로 영어를 말하는(ESL) 가정의 자녀들. 

  KCA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ESL 학생은 일반적으로 입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 즉, 학교 이사회에 의해 세워진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학급 규모
나 구성을 제한하는 상황은 제기 될 수 있다. 

 

학생 / 학부모 동의서 

  

학생의 입학이 허락되기 전에, 부모님들께서 KCA의 기독교 교육철학을 이해하고 동의하시는 것
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교육하며, 훈련시키는데 있어서 학교와 동반자 관계에 

있음을 동의하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을 또한 학생들의 등록금 전반에 관한 재정 규칙을 준수 할 

것을 동의하셔야 합니다. 입학이 승인된 6학년부터 12학년의 학생은 학생등록서약서(Student 

Enrollment Contract)에 서명해야 하며 협동적이고 모범적 자세로 학교의 규율가운데 지낼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KCA와의 연례학부모서약서(Annual Parent Contract)에 서
명하셔야 합니다. 

새로 입학한 모든 학생들은 첫 학기 동안 공부 그리고 행동하는데 보호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만
약 그 학생이 학업, 정서, 행동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는 어떤 서약도 파기 

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첫 학기의 결과로 학교 행정부와 교사에 의한 평가로 다음 학기 학습 여부
가 결정됩니다. 재 입학하는 학생은 자동 입학이 보장 되는 것이 아니며, 만약 학습을 위태롭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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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때는 부모님께 통보 됩니다. 

 

입학 요건 

 

연령: 9월 1일 기준으로 만 5세가 되어야 유치원 입학이 가능하고, 9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세
가 되어야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이 가능합니다. 

 

영어: 수업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은 연령보다 낮은 학년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학년배치: 학생의 이전 학교성적표(transcripts)와 정규, 비정규 평가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제한된 교육 자원 때문에, KCA는 다음과 같은 학생들을 교육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
다. 

1. 심한 학습 장애나 정신 지체 아동 

2. 심한 신체 부자유 아동 

3. 정서 장애 아동 

4. 문제 행동의 사례가 있거나 학교의 규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 

5. 퇴학, 정학 및 문제행동의 기록이 있는 학생  

  

입학 기준 

 

1. 학교 입학 규정에 부합하여 지원하는 자. 

2. 교실 공간이 적절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3. 일정한 학생, 교사 비율에 따라 학생을 관리할 충분한 교사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교사와 

학생 비율은 1대 15로 봅니다. 

4. 교사진은 학생들로 야기되는 어떤 상황도 다룰 수 있을 힘을 가진  멤버들로 구성됩니다. 

5. 올바른 지원서, 학생신청서, 학생기록부, 시험결과 (필요 시) 그리고 초기 등록금 납부 서

류가 갖추어질 경우.  

6. 선교사 가정은 소속교회 또는 파송선교기관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입학 절차 

 

1. 각 학생들에게 부과된 다음 지원서류들을 기입하셔서 학교사무실에 제출하십시오. 

a. 신청서 

b. 학생 기록부/ 성적표  

c. 6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신앙 고백서(초등학생은 가족당 한 부씩 서명한 신앙
고백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d. 학생, 학부모 계약서(6 -12학년만 해당됨) 

e. 추천서 2부(9 -12 학년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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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학 위원회에서는 부모님과 혹은 학생과의 인터뷰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3. 입학허가 전, 인가되지 않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지원하거나 홈 스쿨에서, 혹은 성적표
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입학 시 시험을 보게 됩니다. 

4. 학년배정시험 혹은 러시아어/우크라이나어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5. 마지막 결정은 입학위원회가 하게 됩니다. 

6. 입학위원회나 학교장이 입학을 통지합니다. 

7. KCA는 승인된 학교의 학점만 인정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학교나 홈 스쿨에서 학점을 취
득한 경우, KCA진학상담자가 검토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학년배치가 확실하지 않을 경

우는 KCA학기말 시험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8. 예정된 날짜에 본인이 와야 합니다.(사정위원회에서 서류에 재교섭의 승인이 없는 한 입
학허가는 입학승인일로부터 2주간`보장됩니다.) 

9. KCA에 졸업반으로 들어오게 된 경우, 모든 졸업요건이 채워지지 않고는 졸업을 보장하
지 못합니다. 

10. 최종 입학허가는 여름방학 기간에 내려질 수 없습니다. 

 

등록금 

 

매년 5월 30일 전까지, 다음 학년을 위해 350$의 예치금을 내셔야 합니다. 첫 학기 등록금은 학
교 수업 첫날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둘째 학기 등록금 지불만기일은 둘째 학기 첫째 날까지 입

니다. 학교에 연락하셔서 현 등록금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규칙적으로 정확한 시간에 학교 수업에 출석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
니다. 교육 능력은 매일 학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이 매일, 정확

한 시간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학교 수업은 매일 오전 8시 25분에 시작하여 오후 3시에 마칩니다. 

 

결석 

 

3시간이상 학생이 학교에 있을 경우 그 학생을 그 날 출석으로 간주합니다. 

결석 시 부모님께서는 오전 9:00시 전에 학교 사무실로 전화를 하시거나, 형제나 친구들 편에 결
석을 설명하는 메모를 보내야 합니다. 이 점은 학생들의 책임과 안전을 위해서 입니다. 부모님으
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듣지 않고 학생이 오전 9:00시까지 학교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사무실에
서 부모님께 연락이 갈 겁니다. 

 

결석이 인정되는 경우 



 12 

다음은 결석으로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들입니다. 

 질병  

 학교 수업 시간 중에만 가능한 진료 예약 

 학교장이 승인하는 사역이나 여행 

 가족의 사망 

학교 사무실에 자녀들이 결석하게 될 날자를 사전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일 혹은 그 이상 결석을 계획할 경우, 2주전 미리 부모님이 서면으로 교무실이나 선생님들께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일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라면 교사는 정확히 학생의 아픈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에 

학생이 학교로 돌아 올 때 계속 적절히 돌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다면, 체육시간이나 점심식사 후 갖는 휴식시간 활동(recess activity)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학교 사무실에 미리 알려 사유가 인정된 결석 후에 학교로 돌아 온 학생은 평상시와 같이 곧바로 

자기 수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결석 후 밀린 과제를 완수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과서와 과제물은 부모님이나 다른 형

제자매들이 집으로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과제물 제출기한은 첫 결석일로부터 2일 후로 결석일
이 더할수록 하루씩 연장됩니다. 

결석일수가 한 학기에 15일 이상이면 진급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결석이 인정되지 않는 결석 (결석으로 인정되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결석)후에 학교에 돌아 온 

학생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실에 교장선생님과의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결석기
간 동안 해야 할 과제물에 대해 학점을 줄 수 없습니다. 결석이 인정되지 않는 결석이 한 학기에 5

일을 초과할 경우, 퇴학이 권고될 수도 있습니다.  

 

조퇴 

 

조퇴를 해야 할 경우에 학부모께서는 학생을 통해 학교에 원하는 조퇴시간과 사유에 대한 메모를 

사무실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학교에 지각할 경우 

 

학생이 아침에 학교에 늦게 도착할 경우엔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사무실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8시 25분 수업시작 종이 울릴 때 교실에 없으면 지각으로 간주됩니다. 사무실에서는 학
생들의 지각을 기록하며, 지각생에게 지각을 인정하는 용지를 주어서 담임선생님께 드리도록 합
니다. 지각생은 지각으로 인해 못한 과제물을 제출한 후에 새 과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인정하는 지각은 학생 혹은 학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각한 경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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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인정할 수 없는 지각은 학생 혹은 학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지각한 경우입
니다. 

분기당 3번까지의 학교에서 인정할 수 없는 지각(Unexcused Tardies)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도 취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4번째부터는 런치 디텐션(Lunch Detention: 교사들의 감독하에 교
실에서 따로 점심식사를 하는 징계)가 주어집니다. 부모님께 학교에서 인정할 수 없는 지각을 알
리는 메일이 보내지고, 5번째, 6번째도 동일하게 적용됨이다. 

 

학교에서 인정할 수 없는 지각이 7번을 초과할 경우, 사무실에 앉아서 늦은 과목의 남은 수업시

간을 기다리고 그 늦은 과목의 과제물은 0점으로 처리됩니다. 

 

수업에 지각할 경우 

 

매 분기당 9번까지 개인통과를 용인하는 개인통과카드(Hall Pass)가 각 학생들에게 발행됩니다.  

학생이 수업에 늦을 때(첫째 시간을 제외하고), (예컨대, 화장실이나 사물함(Locker)을 사용함으

로) 잠시 수업에 없을 때, 이 통과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9번 통과카드를 다 사용하고도 다
시 수업에 지각할 경우나 수업에 변명이 필요할 때, 이 학생에게 런치 디텐션이 내려집니다. 

어떤 학생이 이 통과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사무실에 알려야 합니다. 

 

방과 후 

 

방과 후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야 합니다. 특별활동, 교사의 허용, 부모와 학교의 협의가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코치와 교사는 자신들이 감독할 학생들이 모두 떠난 후 그 건물을 떠나야 합니다. 모
든 학생은 오후 6:00까지는 학교를 떠나야 합니다. 오후 6:00 이후나 주말에 학생이 학교에 와야 

하는 경우는 사인하고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수위가 학생들에게 물어서 담당자에게 전화해 

학교 입장허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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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학    습     정    보 

 

커리큘럼 

초등학교 

유치원 ABEKA:전 과목   

초등 1-5학년 산수(Mathematics) SRA Real Math McGraw Hill 

 사회(Social Studies)  Various(다양) 

 영어(Lang. Arts)/ 

읽기 K-2(Reading) 

 

영어 3-5(Language 

Arts) 

A Beka Book Language 

Series 

 

World of Language 

ABEKA 

 

 

Prentice Hall 

 읽기 3-5(Reading) Novel Units Various(다양) 

 과학(Science) Discovery Works Silver Burdett 

 성경(Biblical Studies) Veritas Press Bible 

Series 

Veritas 

 러시아어(Russian 

Language) 

 Teacher Generated 

(교사제공) 

중학교 

6학년 수학(Mathematics) SRA Real Math McGraw 

 사회(Social Studies) World Geography Glencoe 

 영어(English) 
Grammar 6 Prentice Hall 

 문학(Literature) 
PH Copper Prentice Hall 

 과학(Science) 
Discovery Works Scotts Foresman 

 성경(Biblical Studies) Veritas Press Bible 

Series 

Veritas 

 러시아어(Russian 

Language) 

 Teacher Generated 

(교사제공) 

7학년 수학(Mathematics) Pre-Algebra Glencoe 

 사회(Social Studies) 세계, World History: 

(고대사, Ancient 

History) 

Glencoe 

 영어(English) Grammar 7 Prentice Hall 

 문학(Literature) PH Silver Prentice Hall 

 과학(Science) Life Science Bob Jones 

 성경(Biblical Studies) Life of Christ 

Daring Deliverers 

ACSI 

 러시아어(Russian 

Language) 

 Teacher Generated 

(교사제공) 

8학년 수학(Mathematics) Pre-Algebra/Algebra I Glenc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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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Social Studies) World History: 

(중세사, Medieval 

History) 

Glencoe 

 영어(English) Grammar 8 Prentice Hall 

 문학(Literature) PH Bronze Prentice Hall 

 과학(Science) Earth and Space Bob Jones 

 성경(Biblical Studies) Let God be God 

Mastering Bible Study 

Skills 

ACSI 

 러시아어(Russian 

Language) 

 Teacher Generated 

(교사제공) 

고등학교 

9학년 수학(Mathematics) Algebra I/Geometry Merrill/ Glencoe 

 사회(Social Studies) U.S. History Prentice Hall 

 영어(English) Grammar 9 Prentice Hall 

 문학(Literature) PH Gold Prentice Hall 

 과학(Science) Physical Science Prentice Hall 

 성경(Biblical Studies) Old Testament Survey Teacher Generated 

(교사제공) 

 러시아어(Russian 

Language) 

 Teacher Generated 

(교사제공) 

10학년 수학(Mathematics) Algebra II/Geometry Glencoe 

 사회(Social Studies) World History: 

현대사, The Modern 

Era 

Glencoe 

 영어(English) Grammar 10 Prentice Hall 

 문학(Literature) PH Platinum Prentice Hall 

 과학(Science) Biology Bob Jones 

 성경(Biblical Studies) New Testament Survey Teacher Generated 

(교사제공) 

 러시아어(Russian 

Language) 

 Teacher Generated 

(교사제공) 

11학년 수학(Mathematics) Algebra II/Advanced 

Math 
Glencoe 

 사회(Social Studies) Economics 

U.S.Government 

Glencoe 

 영어(English) Grammar 11 Prentice Hall 

 문학(Literature) American Literature Prentice Hall 

 과학(Science) Conceptual Physic또는 

Chemistry 

Prentice Hall 

 성경(Biblical Studies) Apologetics 

Ethics 

Teacher Generated 

(교사제공) 

 러시아어(Russian  Teacher Gen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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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교사제공) 

12학년 수학(Mathematics) AdvancedMath/ 

Calculus 
Glencoe 

 사회(Social Studies) World Religions Glencoe 

 영어(English) Grammar 12 Glencoe 

 문학(Literature) British Literature Prentice Hall 

 과학(Science) Conceptual Physic또는 

Chemistry 

Prentice Hall 

 성경(Biblical Studies) Apologetics 

Ethics 

Teacher Generated 

(교사제공) 

 러시아어(Russian 

Language) 

 Teacher Generated 

(교사제공) 

  

초등학생은 매주 컴퓨터, 미술, 음악, 체육수업에 참여합니다. 중, 고등학생은 재량에 따라 특별활
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미술,음악,드라마,체육,데스크톱 출판,기타 등등) 

 

졸업학점과 요구사항 

 

성경(Biblical Studies)                                                                    4.0학점 

영어(English)                                                                                 4.0학점 

러시아어(Russian)                                                                        3.0학점 

사회(Social Studies)                                                                      3.0학점 

수학(Math: Algebra I, Geometry)                                                 2.0학점 

과학(Science: Physical Science, Biology)                                    2.0학점 

체육(Physical Education)                                                              1.0학점 

특별활동(Electives)                                                                      4.0학점 

                                                      __________                                                                                       

                                                                                                     총 23학점   

                                                (1학점은 주당 5시간씩 1년간 공부할 때 얻게 됨) 

고등학교 1학년(freshman) 이후 KCA로 전학한 학생들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매 학기 특별활동을 통과(Pass/Fail)해서 0.25학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운동경기 팀에서 활약할 

때 0,25체육학점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한 운동경기 팀 선수는 4학기 후에 체육과목의 졸업학점
을 취득하게 됩니다. 체육학점을 필요이상 취득했을 경우 1학점만 4학점의 특별활동 학점으로 가
산됩니다. 따라서 운동경기 팀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은 체육과목의 1학점과 특별활동 학점
으로 1학점이 가능합니다. 

 

전학 전 이수학점 

 

전학 전 이수한 학점은 이전에 어느 학교에서 학점을 얻은 것이든 학점을 인정하기 전에 학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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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따라 하나 혹은 몇 특별한 영역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동등한 코스의 KCA 기말시험이 되거나 해당 과목의 학년 수준에 맞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시험은 해당학년에 적합한 문학, 어휘, 문법, 작문의 일반적인 개념을 포괄하고 있

습니다. 학생이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이전 학점은 인정됩니다. 

중학교에서 이수한 수학(Algebra 1)학점과 몇 가지 외국어학점은 고등학교 성적으로 간주될 수 있
습니다. 

 

성적평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진 개개인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앎으로, 점수제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특정한 기술이나 지식을 얻고 보여주는데 있어서 성공적이었는지 여부를 측
정합니다. KCA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학생들이 주님께 하듯 각자의 과제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사들은 성적 평가가 단순히 학생의 학습 능력의 평가가 

아닌, 그 학생이 성실하게 그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
합니다. 

그래서 성적 평가는 시험에 의한 결과와 더불어 매일 하고 있는 과제물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학생이 시험 결과 최저점인 D를 받게 된다면, 다시 공부하여 재시험을 치를 기회가 주어집니다. 

재시험을 치를 때에는 1차와 2차 시험의 평균을 내서 성적 처리 됩니다. 이 방법으로 학생은 성
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2학년 까지는 E, S, N, U로 표현된 성적 평가가 사용됩니다 담임선생님의 서술적인 

평가에 의해 각 학생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2학년까지의 성적 등급 

 

E+   96-100          S-    84-86 

E     92-95            N     74-83 

S+   90-91            U     0-73 

S     87-89 

 

3학년 이상의 성적등급 

등급   백분율   평점            등급   백분율   평점 

A+     100         4.0              C+      83          2.3 

A       99-94      4.0              C        82-77     2.0 

A-      92           3.7              C-       76          1.7 

B+     91           3.3               D+     75          1.3 

B       90-85      3.0               D       74-69     1.0 

B-      84           2.7               D-      68          0.7 

                                             F       67-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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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해당 안됨(Not Applicable) 

Incomplete(시험이나 숙제 미제출) 0 0.0 

 

중단(Drop)/계속(Add)하는 날수 

 

첫 분기를 마치기 일주일 전에 고등학교 과정을 중단하는 경우, 그 과정은 성적표나 성적증명서
에서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날자를 지나서 중단하는 경우 성적표나 성적증명서에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등과정(Honors Courses) 

 

KCA의 어떤 과정은 우등(Honors)과 표준(Standard)수준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등과
정을 개설하려는 선생님은 학급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등과정은 평점 5.0등급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의 이름은 “Honors((과목이름)”로 개정되며 성적표나 성적증명서

(transcripts)에도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Honors”와 “Standard”수준을 동시에 가르치는 “Honors”수준의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부모
님이 미리 허가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성적표 

 

성적표는 매 분기(4분기)말에 나갑니다. 보통 성적표는 매 분기가 마무리 되는 그 주 금요일에 나
가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학생들과 함께 성적표를 검토하시고, 서명하셔서 돌아오는 주 월요일
까지 학교로 다시 보내 주셔야 합니다. 

중간고사 성적표는 더 이상 매 분기 중간에 집으로 보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Sycamore에
서 학생들의 성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숙제를 전부 제출 하지 않았을 경우/학생이 학

습에 현저한 향상을 이루었을 경우는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성적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적표는 반드시 부모님이 서명해서 선생님께 돌려보내야 합니다. 

 

숙제 

 

숙제를 내는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시간에 배운 개념이나 원리를 강화하고 연습하여 사용
의 영역을 확장하도록 하려 합니다  

중, 고등학교에서는 숙제가 늦게 제출될 때 첫 날은 10%, 둘째 날은 20%등 최대 50%까지 벌점을 

초래하게 됩니다. 각 교사마다 숙제인정 만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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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부모-교사 상담은 1월과 3월에 열립니다. 이 기간 학부모님들은 교사와 만나서 자녀
들의 발달과 개선될 영역 그리고 교사나 학부모께서 관심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
다. 상담이 있을 것을 사무실에서 이메일로 알리면 학부모님은 본인들에게 적합한 시간을 메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상의할 일이 생기면 학기 중 필요한 때에 학부모-교사 선택적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이
고 의견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선생님과 연락하시길 권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학부모-교사 커뮤니
케이션을 장려합니다. 

  

상담 시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성경은 우리에게 관계된 사람이나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상이점
을 해결하라고 가르칩니다. (마 5:23,24; 마 18:15) 모든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
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불만처리정책: Grievances Policy을 참고하세요.) 



 20 

lV. 중고등학교 특별활동 정책 

 

KCA는 학생들의 학습향상에 저해되지 않는 한도에서 학생들의 특활참여를 권장합니다.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각 활동에 소질과 전망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특히 운동팀의 일

원이나 주요한 특활 참여자들은(예, 학교연극) 참여가 허용되기 위해 최소한의 성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여부는 매 분기 성적표에 명시되 있습니다. 자격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느 과목이라도 C학점 이하로 떨어지는 사람은 특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격정지상태는 

중간고사에서 적어도 C학점을 받음으로 잠정적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2. 교사들의 추천이나 학교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성적이나 행위문제로 어느 학생이나 특활자격
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학교행정담당자가 성적이나 행위로 인한 특활참여자격을 최종 결정합니

다. 

학생회 멤버들은 학교 커뮤니티의 지도자들이기에 학생회 구성원은 수준 높은 자격이 요구됩니
다. 학생회 자격규정은 핸드북 학생회 편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학생 활동은 반드시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KCA는 학교의 감독하에 수행되지 않는 

커뮤니티 활동들에 지원하거나 지지, 홍보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과외활동에 대한 어떤 제안이 있다면 반드시 교장선생님께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활동이 승인 받으려면 관심있는 운영자, 교사, 스텝들에 의한 후원과 감독이 요구됩니다. 

교장선생님은 학생 자치활동의 요구에 승인 또는 불승인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
교 건물 내에서 밤새 하는 활동 그리고 춤추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특별활동과 연관된 학생모임은 학생 활동과 연관된 성인의 감독하에 가질 수 있습니다. 

학교가 지원하는 특별활동(스포츠, 앨범제작, 드라마, 합창여행 등)으로 인한 수업 불참은 결석으
로 간주되지 않지만 모든 학과 과제물은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어떤 과제물이 

미제출된 과제인지 찾아서 교사가 요구하는 기한 내에 완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활동으로 인해 수업에 늦게 되었을 때는 특별활동 담당 교사의 메모가 있을 경우에만 양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체육 프로그램과 철학 

 

운동경기에 참여 기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을에 하는 스포츠: 

o 중학교 남자 축구  

o 중학교 여자 축구 

o 고등학교 남자 축구 

o 고등학교 여자 축구 

 겨울에 하는 스포츠: 

o 중학교 남자 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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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학교 여자 농구 

o 고등학교 남자 농구 

o 고등학교 여자 농구 

 봄에 하는 스포츠: 

o 중학교 육상 

o 고등학교 육상 

o 고등학교 여자 배구 

(모든 활동은 참여자들이 흥미있어하고 지도, 감독할 성인이 있을 때 운영되며, 바뀔 수 있습니

다.) 

KCA스포츠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전 10: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경기 참가자가 기독교학교의 가치관을 유지하고 옹호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목표입니다 운
동경기를 통해 바람직한 스포츠맨 정신, 인격, 태도, 그리고 성서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행동에 기
여할 수 있습니다. KCA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성숙기에 함께 소속돼 경기하

는 즐거움을 가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스포츠를 배우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 개인이 참가하고 성취하는 것을 격
려합니다. KCA는 저학년부터 스포츠에 관심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참여를 강조하고, 후에는 더 

경쟁적이고 선별적 수준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KCA 는 학생들이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하

고 성숙기를 깨닫는 성장단계가 있음을 인지합니다. 경기에 참여함으로 학생들은 동료학생들 그
리고 코치와 협력하는 것을 배웁니다. 

 

KCA스포츠 정책 

 

모든 참가자와 부모님들은 KCA 운동경기 참가 계약서(KCA Athletic Program Participation 

Contract form)를 읽고 매년 서명해야 합니다. 

 참가자는 신체적으로 건강이 증명되야 합니다. 스포츠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경기에 참여
하기 전에 의사로부터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진단은 학교가 시작하기 전 

여름에 혹은 학기 중에 행해집니다. 참가자들은 의사의 허락 없이 최대한 2주 연습에 참
여할 수 있습니다. KCA가 참가자들에게 진단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9월 중

순에 의사에 의한 진단이 있습니다. 

 

코치 

 KCA의 코치는 주로 스포츠를 사랑하고 KCA학생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운
동할 기회를 제공하려고 자원 봉사하는 교사와 학부모입니다. KCA학생들을 경기상으로 

향상시킴에 따라 코치는 존중되고 격려되어야 합니다. 선수와 코치, 학부모 사이에는 열

린 대화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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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A의 코치는 운동감독의 지휘하에 있습니다. 만일 운동감독이 코치이면 이들은 교장
선생님의 지휘하에 있습니다. 

 어떤 코치에게 상의할 일이 있으면 적당한 시간에(적당한 시간이란 연습시간이나 경기직

후 시간이 아니다.) 직접 코치와 만나야 합니다. 

 주 코치에게 경기 중에 가야 할 상황이 생기면, 운동감독이 가야 합니다. 운동감독이 코치
이거나 부재중이면 교장선생님이 주 코치에게 가야 합니다. 교장선생님이 코치이거나 부
재중이면 행정 지도팀(ALT: Administrative Leadership Team)일원 중에서 한 명이 가야 

합니다. 코치에게 가기 전에 가능하면 다음에 기록된 순서로 적어도 두 사람의 합의가 있

어야 합니다–운동감독, 교장선생님, ALT일원, KCA교사, 다른 KCA코치.      

      주 코치에게는 위협적이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 돕는 매너로 다가가야 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팀 

 

스포츠 팀에 관심 있는 KCA의 모든 학생들은 훈련하고 경기에 참석하기를 권장합니다. 

코치들은 우리 팀이 경기를 잘 이끌도록 하면서도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경기 시간”을 체험하도
록 해야 합니다. 팀의 발전을 격려하면서도 팀의 인원을 줄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리그(leagues)가 팀당 선수인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팀의 인원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코치와 연습할 장소(운동장, 체육관)의 시간이 가능하면 팀이 결성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운동경기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더 높은 수준의 스포츠를 추구할 수 있도록 혹은 여

가시간에 사용하도록 스포츠 기술과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팀 

 

KCA는 고등학교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스포츠 팀을 조성함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기술적 수준에 부응할 수 있고, 긍정적인 경기 

경험을 창출하는 한편, 경쟁적인 표준 프로그램과 접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학교시설과 제한된 

코치하는 스텝 그리고 리그(league)규정상 학생인원을 팀에서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스포츠를 감지하는 능력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인원이 감축됩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참여
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편, KCA는 고등학교 팀이 경쟁적이기를 기대합니다. 코치들은 

경기 중 가능한 한 팀 멤버들을 참여토록 노력해야 합니다. 

 

홈스쿨하는 학생들 

 

 홈 스쿨하는 학생이 KCA 스포츠에 참여할 경우, 스포츠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참가비를 두 배로 내야 합니다. 

 각 경우 당 운동감독과 교장선생님의 승인 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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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지는 않지만 고려할 점: 

KCA에 다니는 형제자매가 있는지? 

이들의 선교단체가 KCA의 후원기관인지? 

이들의 부모 중 한 분이 KCA의 코치인지? 

이들의 부모 중 한 분이 KCA의 교사인지? 

이들의 부모님이 선교사인지? 

이들이 KCA학생이 될 것인지? 

 홈 스쿨하는 학생이 KCA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허락된 경우 다른 팀 소속 멤버

와 같이 동일한 “경기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경기장소까지의 교통수단 

 

등교일에는 학교에서 팀 멤버와 코치들을 위해 경기장소까지 교통수단을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
들은 KCA사무실에 연락해서 스포츠 버스를 위한 자리를 예약해야 합니다. 선수가 아닌 사람은 

스포츠 버스 이용을 위한 최소 경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경기 전날까지 사무실에 버스이용을 위
해 서명하고 차비를 지불해 주십시오. 버스 타려고 사인한 학생들이 경기가 열리는 운동장이나 

체육관까지는 도착하지만 그 후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어야 합니다. KCA는 

보통 경기 후는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학업기준(Academic Standards) 

 

모든 학생선수들은 운동경기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학업에 대한 책임도 이행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학생이 등교일에 3교시 이상 수업에 불참하면 그 날 열리는 스포츠 팀의 연습이나 경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한 학생이 금요일에 결석하면 그 학생은 토요일에 열리는 경기에 참석
할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학생 선수들은 매 과목마다 최소 평균 C학점이 요구됩니다. 혹 어느 학

생이 중간고사나 학기 시작 후 9주가 끝날 때 어느 과목에서든지 평균 C학점 이하가 나오면 그 

학생은 근신에 처해집니다. 

세 가지 다른 레벨의 근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이 학생 선수는 평균 C혹은 그 이상 점수를 올릴 10일간의 수업일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 학생 선수는 모든 연습과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2단계: 이 학생선수는 중간고사나 학기 시작 후 9주말까지 평균 C학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학생 선수는 방과 후 연습, 어떤 수준의 시합, 혹은 연습경기, 경기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3단계: 이 학생선수는 그 계절의 스포츠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고 그 스포츠에 대한 어
떤 학점도 얻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만일 어느 학생이 근신에 처하게 되면 선생님과 상담해서 가능한 과외학점(extra-credit)을 부탁하

도록 권장한다. 과외학점은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할당된다. 모든 교사는 과외학점을 거부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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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있다. 

 

경기 예절 

 

 경기자는 항상 스포츠 맨 십을 고양시켜야 합니다. 경기 참가자가 행동을 통해 이 원리, 

즉 스포트맨십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들의 특권입니다. 이 원칙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징계 조
치를 받게 됩니다. 징계는 팀으로부터 제명되기도 합니다. 

  

 방문 팀은 KCA의 손님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항상 존경과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경기를 진행하는 기관의 규칙은 물론 경기 규칙은 모두가 준수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답지 못한 행동, 또 욕설을 퍼 붓는 행위는 용납 될 수 없습니다. 

 주심에 의해 경기에서 퇴장 당한 선수는 경기감독에 지시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기 내에서의 싸움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규칙을 위반하는 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선수들은 상대편 경기자들의 이름을 알게 되고, 적절한 때마다 그들을 칭찬하며 격려됩

니다.  

 모든 면에서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보여주도록 합시다. 

 개개인의 위엄과 가치를 존중합시다. 

 운동선수나 심판들, 상대방의 코치들, 부모님들에 대한 비방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습니다. 

 좋은 행동 모범이 되도록 행동하십시오. 

 

학생 운동 선수의 책임 

 

 각 선수의 주요한 책임은 바람직한 스포츠맨 정신과 긍정적인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교의 모든 경기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담당 코치에게 순종합니다. 만약 갈등이 있을 경우, 운동감독에게 호소 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반드시 자기가 시합 중에 공정성과 동정심의 전통을 나타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시합에 최상으로 임하는데 필요한 자기 절제를 증진하도록 해야 하고, 경기

에 있어서 부정적인 태도나 화를 내거나, 욕설을 퍼붓고, 손가락질하는 등의 행동을 피하
도록 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최선을 다해 발휘하는 것이 경기의 승패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학교의 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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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부모/ 관객의 책임 

 

운동경기에 참석한 관객도 KCA의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운동선수들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관객학생, 학부모님들이 지킬 행동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편이 잘하는 점은 인정하고, 칭찬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응원을 하되, 야유를 보내거나 파괴적인 언어 사용은 피해 주십시오. 

 어떤 종류든 고의적인 무뢰한 행동에 연루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파울이 되었을 경우, 

상대편을 산만하게 하지 마십시오. 

 항상 심판의 결정을 최종적 결정으로 간주하십시오. 

 학교의 건물과 규칙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지침은 학교 내, 외의 경기에 KCA의 코치들, 선수들, 또한 학생 관객들, 심지어 상대
편 팀이나 응원객이 보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위 지침을 어겼을 경우에는 징계 조치
를 받게 됩니다. 상황은 선수 감독을 통해 학교 교장선생님께 보고 됩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가치 기준대로 

살아가느냐는 부분에서 우리에겐 더 많은 것이 기대됩니다. 우리는 경기장에서나 연습장에서 우
리의 행동이나 예의범절, 스포츠맨 정신으로 그 차이를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
다. 우리는 KCA의 코치들, 선수들과 관객들이 위에 상기된 지침뿐 아니라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

여 살아갈 때. 기쁨과, 성공이 확실히 따르리라 믿습니다.  

 

스포츠 일정에 관하여  

 

 경기시간이 바뀔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업무상의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떤 변경시간도 최대한 빠르게 부모님께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학생들은 부록에 있는 스포츠 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어떤 스포츠 활동에든 참가 전 계약서에 동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다른 특별 활동 

다음 사항들은 활동에 참여할 시간과 관심이 있는 한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부모님께서 

이 중 어떤 활동에 도와주시고 싶으시면 학교 사무실에 연락해 주십시오. 

 

서비스 프로젝트 

학생회는 연내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를 운행하게 된다. 

11월/12월:한 그룹은 지역 고아원,다른 그룹은 노숙자들을 돕기 위해  옷,침구 등을 모은다. 

2월/3월: 지역 병원이나 고아원의 “원하는 목록”을 모아서 나누어 준다. 다른 프로젝트는 학생회

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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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주니어/시니어 여행 

고등학교 주니어(3학년)/시니어(4학년)는 매년 여행을 가게 된다. 여행 지도자들과 보호자들은 

ALT가 승인한다. 여행할 곳과 여행의 목적은 매년 다음의 안내지침에 따른다. 

교육적             25% 

영적                25% 

사회적/휴양적 50% 

여행경비는 학생각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학교가 인정한 기금모음행사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

다. 수업은 학교행정의 재량에 따라 여행의 일부로 안 할 수 있다. 모든 학생들이 여행에 참여하기
를 바란다. 

 

학생회 

학생회는 학생들의 요구 사항이나 관심사들을 토론할 장을 마련함으로 전체 학생들에게 봉사하
며, 또한 행정상 전체 학생들의 대표로 봉사합니다. 학생회는 또한 학생들의 사회, 봉사 프로젝트

를 지원, 발전시킵니다. 

 

학생회 임원들은 지도력을 갖고, 훈련, 존중, 학습과 영적인 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태
도를 고양시킴니다. 학생 위원들은 또한 지역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회는 13명으로 구성됩니다. 임원 6명(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여학생 예배부장, 남학생 예
배부장)과 학급대표 7명(6-12학년의 대표 한 명씩). 

 

학생 임원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선출됩니다. 

 학생회 임원들 – 학생회 임원으로 봉사하고 싶은 학생은 예정된 봉사가 시작되기 전 봄학

기에 청원서(application)와 참조사항(reference form)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회 자문위
원회(The Student Council advisors)가 교장선생님과 협의해 결정합니다. 회장과 부회장
지원자는 10혹은 11학년이어야 하고 서기, 회계, 예배부장은 9-11학년이어야 합니다. 

한 임원이 2년 이상 같은 직무를 봉사 할 수 없습니다.  

 6-12학년의 학급대표는 가을 신학기에 선출됩니다. 

 모든 학생회 임원 후보자는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회 임원들은 지도력 개발 세미나에 참석해야 합니다. 모든 임원은 정규 학생회 모임에 참석
할 것과 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최우선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 모든 학생회 임원들은 통
합 평균”B”학점 이상을, 어떤 분기말에도 C- 없이 유지해야 한다. 이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
회 임원은 임기의 잔여기간 동안 학생회에서의 그의 사무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 남은 사무는 학
생회 정책 정관에 따라 실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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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채플) 

예배는 학교 공동체가 영적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기회를 제공하는 KCA학교 프로그램의 중
요한 부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됨이 강화되고 학교 내에 높은 도덕적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채플은 일주일에 한번 열리며, 보통 초등학생은 목요일, 중고등학생은 금요일에 실시됩니다. 채
플은 영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며, 때때로 몇 개의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 채플로 나뉘어 진행
됩니다. 부모님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다른 학급이 수업 중 일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조용히 예
배실에 가고, 조용히 교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배시간 중에는 잡담이나 무질서한 행동은 하여
서는 안 됩니다.  

예배시간에 학생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나타내기 위해 예배일에 더 갖춰진 차림으로 학교
에 오기를 권장합니다. 남자는 칼라가 있는 셔츠와 넥타이, 여자는 치마나 정장바지 등. 

 

스노우 볼(Snow Ball)과 고등학교 만찬(Banquet) 

9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은 학생회와 고문 교사들의 지도아래 만찬을 계획하고, 운영하게 됩니
다. 교장선생님은 세퍼론(성인 운영 도우미)을 임명하고, 축제 장소, 주제, 비용과 연관된 모든 것

을 승인합니다. 춤추는 것은 학교 정책에 의해 허용 되지 않습니다. 스노우 볼은 12월에 만찬은 

보통 5월 에 열립니다. 

 

드라마 

드라마는 학생들의 드라마적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기회로 제공됩니다. 최근 몇 해 학생

들은 학교연극과 예배참여 활동을 통해 이러한 소질을 나타낼 기회를 가졌습니다.  

주 드라마 공연은 매년 4월말이나 5월초에 있습니다. 

* 이 일렉티브(특활)는 관심과 교사의 허락으로 제공됩니다. 

 

음악 

미술 수업은 유치원부터 전 학년에 제공됩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자녀들에게 여러 장르의 아트

에 접하고, 자기를 표현할 영역을 주며, 각자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 이 일렉티브(특활)는 관심과 교사의 허락으로 제공됩니다. 

 

앨범(Yearbook) 

 KCA 의 매년 정기간행물인 Yearbook은 한 교직원 스폰서의 감독하에 학생편집위원회의 공동

책임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이 일렉티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9-12학년으로 제한한다. 

Yearbook 스텝은 Yearbook편집을 위한 자기표현의 기회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Yearbook을 만
들기에 필요한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과 그래픽 아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 이 일렉티브(특활)는 관심과 교사의 허락으로 제공됩니다 

 

신문 

학생들은 한 교직원 스폰서의 감독하에 월간신문을 배치, 간행할 수 있습니다. 신문의 내용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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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과거의 학교행사나 국내, 국제 행사를 제한하지 않고 다룰 수 있습니다. 이 신문은 커뮤니티 

정보의 통로로서 창조적 표현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6-8학년으로 

제한합니다. 

* 이 일렉티브(특활)는 관심과 교사의 허락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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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교내 행동 

 

바른 행동 지침 

 

1.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a. 학생들은 수업일이거나 학교와 관련된 어떤 활동에 참여 하고 있든 간에 학교의 권위 하
에 있습니다. 

b. 학생들은 항상 모든 교사진들과 스텝들에게 복종하고 정중하게 대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

다. (단지 어떤 특별한 장소나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만이 아닙니다.) 

c. 교사와 스텝들은 반드시 Mr., Miss, Mrs.의 존칭을 써서 불러야 합니다.  

d. 학생들은 서로서로에게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2. 질서  

a. 수업 중에 복도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b. 복도나 계단에서 뛰거나 밀지 않습니다. 

c. 체육관, 복도, 화장실, 교실에서 소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3. 학교 자산을 소중히 

a. KCA영역에 속한 실내외 어는 곳에서도 껌을 씹는 것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긴 사람은 처벌 됩니다. 

b. 학생들은 사물함을 깨끗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방 사용하지 않을 모든 개인 소

지품은 사물함에 보관하거나, 하교 시 집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사물함은 학교 소유물입
니다. 적절한 포스터, 그림, 사진들로 사물함 안쪽에 장식할 수 있습니다. 사물함은 사전
에 통보 없이 정기적으로 학교 당국에 의해 검열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물품으로 간주
되는 것은 학교 당국에 의해 거둬집니다. 

c. 학교 건물 내에서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로 차지 않습니다. 

d. 항상 사용한 자리를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e. 학생들은 자신의 책상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학교 물품에는 어떤 표시나 외관을 

흉하게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손상하게 하면 안됩니다. 고의로 학교 가구를 망가뜨렸을 

경우엔 배상을 해야 합니다. 

f. 사고는 즉각적으로 보고 되어야 합니다. 

g. 교사의 책상, 스텝의 방, 창고 벽장, 사무실 등은 학생들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h. 학교는 교과서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교과서들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학기말 반환하
기 전 책에 표시된 모든 표시를 지워야 합니다. 책은 손실된 상태에 따라 사용한 학생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바인더 있는 낱장들이나 교과서의 페이지들을 보존
해야 합니다. 

i. 학교 전화는 학교 업무를 위해, 근무 중인 스텝의 승인을 얻은 비상사태일 경우를 제외하

고는 학생들에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j. 학생들은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피아노를 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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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학교의 감독 없이 학생들은 학교 소유의 오디오나 비디오 장비를 작동할 수 없습니다. 

4. 스낵/점심시간 

a. 학생들은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시간에만 먹거나 마실 수 있습니다. 

i. 스낵시간에 상급학교 학생들은 교실이나 카페테리아에서만 먹거나 마실 수 있습
니다. 화장실은 안됩니다. 

ii. 점심시간에 어느 학생이 선생님이 감독하는 활동에 참석하고 있다면 교실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iii. 6-12학년의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담당 선생님께 사인하고는 밖에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식사 후 돌아와서는 카페테리아를 떠나기 전 혹은 수업에 들어
가기 전에 사인해야 합니다. 

iv. 학교건물 주변이 일반에게 공개돼 있기 때문에 안전상 점심시간에 사인한 고등
학생들은 축구장까지로 점심시간 사용영역을 제한합니다. 

v. 졸업반은 두 사람 이상 그룹으로 점심시간에 학교 영역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학
교영역에서는 축구장에 있어야 합니다. 

b. 날자를 지정해서 점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점심을 주문하지 않을 시 반드시 학생은 점
심과 식사도구를 가져와야 합니다. 마실 물은 제공되지만 컵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안전
을 고려해서 전자레인지는 상급학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c. 스낵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끝날 때 학생들이 음식물은 치워지고 먹던 자리가 청소되어야 

합니다  

5. KCA방문객 

a. 학생들은 방문객에게 협조적이고 공손하게 대하도록 합니다. 

b. KCA의 학생의 친구가 학교를 방문하려고 할 경우, 사전에 교장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담당 교사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c. 방문객을 초청한 학생은 방문객이 학교에 머무르는 동안 함께 있어야 합니다. 

6. 교실에서 – 좋은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개 교사는 다른 교실의 규율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a.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할 때는 듣고, 말할 허락을 얻기 위해 손을 듭니다. 

b. 이야기 하도록 허락 될 경우에는 교실은 너무 시끄럽게 되거나 산만해져서는 안됩니다. 

c. 노트를 적어 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부적절한 행동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7. 도서실에서 

a. 도서실 예절은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필요한 말은 속삭이듯 작은 소리로 해

야 합니다. 

b. 학생들은 한번에 10권 이상 책을 빌릴 수 없습니다. 책은 2주간 빌릴 수 있습니다. 

c. 비디오는 한번에 한 개씩 빌릴 수 있습니다. 비디오는 1주일간 빌릴 수 있습니다. 

d. 만기일은 일주일에 한번씩 통보 됩니다. 과태료는 분기별로 계산됩니다. 

8.          컴퓨터와 프린터 사용 

a. 학생들은 교사나 스텝의 허락이 있을 때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학생이 지

정된 수업 외에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사용 전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컴퓨터실 사용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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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록하고 사용 후도 기록합니다. 

b. 학생들은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필요 시 집에서 디스크
나 플레쉬 드라이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컴퓨터로 출판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도

하에 컴퓨터에 프로젝트 파일을 갖습니다.) 

c. 모든 상급생들은 학기초에 배분된 인터넷사용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d. 학생들은 집에서 숙제를 프린트해야 합니다. 비상 시 학교에서 학생들은 숙제를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가격은 페이지당 1그리브나이고 칼라는 페이지당 3그리브나 입
니다.  

e. 학생들은 복사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선생님의 명령에 따라 학생
들은 자신들을 위해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추가적인 학교 규칙 

a.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학교 수업 시간에는 개인 휴대폰은 꺼 놓아야 합니다. 

b. 책가방이나 학교 개인 사물함 안에 어떤 전자 제품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전자 제품이 학
교에서 발견될 경우 수업이 끝나는 시간까지 압수됩니다. 

c. 어떤 문화에서든 무기로 간주되는 물품은 학교에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d. 성인의 직접적인 감독이 없이는 학생은 창문을 열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창문에 기댈 수 

없습니다. 

e. 학교에 너무 많은 양의 돈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돈과 귀중품은 항상 본인이 소지하고 있
어야 합니다. 물품을 누군가 훔치거나 잃었을 때 학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f. 운동장이 진흙이어서 초등학생들은 신발 한 켤레를 학교에 두고 실내에서는 항상 갈아 

신습니다. 슬리퍼나 샌들 혹은 쉽게 미끄러지는 종류의 신은 지양합니다. 

g. 학교에서 버스에서 혹은 어느 학교관계 활동에서 남녀 학생이 육체적 사랑의 행위를 보
여주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KCA의 복장 규정 

학생들에 대한 우리의 목적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로서 자존감을 나타내
며, 타인에 대한 존엄성과 필요를 존중하는 가운데 자기를 표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복장은 기독교인의 겸손, 단정함과 특별한 경우에 알맞은 차림을 입
는 지식을 고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음의 복장 규정을 세웠습니
다. : 

1. 등이나 허리, 속옷이 보여서는 안됩니다. 

2. 소매가 없거나, 가슴이 깊이 파진 옷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꽉 끼어서 속옷 선이 드러나는 옷
은 수용되지 않습니다. 

3. 5월과 9월에는 반바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허락하시면 PE나 field trip에서도 가능. 

4. 바지의 허리선이나 벨트는 엉덩이뼈 끝보다 내려와서는 안됩니다. 

5. 운동용 반바지(Swishy Pants)는 허용되나 추리닝 바지(sweatpants)는 안됩니다. 

6. 여학생들의 치마길이는 무릎위로 2인치 이상 짧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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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샌달은 허용됩니다. 

8. 실내에서 모자는 쓰지 않습니다. 여학생들은 스카프나 반다나(스카프의 일종)를 걸칠 수 있
습니다. 

9. 염색은 허용되지만 색은 자연 머리색만 가능합니다. 

10. 여학생들에게만 귀걸이가 허용됩니다. 그 외에 장식을 위해 몸의 다른 곳에 구멍을 내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11. 찢어지거나 더러운 옷은 수용되지 안습니다. 

12. 옷이나 장식품에 미심쩍은 혹은 부적당한 글귀나 상징 사진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3. 옷이나 헤어스타일이 특정 반사회적, 반기독교적 문화나 철학을 나타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
습니다. 

14. 선생님들이 판단할 때 너무 급진적인 스타일은 각 경우마다 고려해 봅니다.  

15. 학교 정책은 학교 행사에도 적용됩니다. 특별활동을 위한 의상, 예를 들어, 음악 발표회나 학
급 소풍의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에서 연락을 드릴 겁니다. 

 

복장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절차: 

 첫 번째 위반- 학생은 학교에서 경고를 받을 것이다. 

 두 번째 위반- 학생은 경고와 함께 복장 규정에 관한 인쇄물을 가정으로 보내서 부모님이 

서명하고 되돌려 보내게 한다. 

 세 번째 위반- 학생은 점심식사 시간에 친구들과 식사하지 못하고 지정한 곳에서 따로 식

사하는 처벌(Lunch Detention)을 받는다. 

 네 번째 위반- 학생은 밤새 정학에 처해지고, 다음 날 부모님 중 한 분과 학교에 와서 교장
선생님과 의논한다. 

 

나쁜 날씨에 대비한 복장 안내 

점심 식사 후 실외에서 갖는 쉬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어린이들은 충분히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 온도 변화에 따른 복장 안내가 있습니다.(찬바람이 부는 날씨를 고려해서) 

섭씨온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15    가벼운 자켓이나 스웨터 

 +10    따뜻한 자켓 

 +5     추가적으로 모자나 손가락장갑 착용 (저학년 어린이들은 장갑을 소매 커프스에 핀

으로 고정해 보내 주십시오.) 

   0     추가적으로 긴 속옷 착용  

 - 5     챙이 달린 모자(cap)를 쓰고 다시 모자 달린 겉옷(hood)의 모자를 덮어씀, 목에 목
도리 착용 

 -15     손가락장갑을 벙어리장갑으로 교체합니다. 코까지 목도리로 감는다. 

 -20     이 온도에서 어린이들은 밖에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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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의 처벌규정 

모든 학생들은 좋은 학습 환경과 신체적 건강, 그리고 개인의 인성 개발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모든 행동과 대화는 예수 그리스도, KCA와 키예프 지역사

회, 나아가서 본인의 가정에 영예를 가져와야 합니다. 

 

1.  철학 

 

a. KCA는 처벌규정의 철학을 성경의 원리에 두고자 합니다. 

b. 징계는 사랑, 강화, 보호, 훈련, 교정의 과정으로 질서가 유지되고 창조성과 더불어 잘 발
전될 수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 학교는 행동과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결국에
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갑니다. 

c. KCA는 하나님이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책임을 부모에게 주셨음을 인정
합니다. 교사들은 이러한 부모의 역할을 도와 자녀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존경
하도록 인도하는 조력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부모, 학생, 교사 간의 대화는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자기를 훈련하는 학생으
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성공 여부는 신중히 권위에 복종하는 부모와 교사의 모범을 보여
주며 가르치는데 달려 있습니다. 

d. KCA는 모든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유지하는 가운데 행동과 태도의 적절한 

변화를 격려하기 위해 징계가 요구되는 때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2. 중, 고등학교의 처벌 절차 

a. 파괴적 행동은 특권을 잃게 되고 방과 후 남게 됩니다(detention). 

b. 상황이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없을 때, 교장선생님은 부모와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
다. 

c. 학생의 행동이 계속 수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교장선생님은 학생에게 근신이나 정학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학기간 동안 수업에서 주어지는 학점이나 과제는 교장선생
님의 재량에 따릅니다. 

d. 나쁜 품행이 계속되면 교장선생님은 이사회를 통해 장기정학이나 퇴학을 논의 할 수 있
습니다. 

3.          반 왕따 (Anti - Bullying) 정책 

 KCA의 핵심가치는 학습에 적합한 질서 있고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따
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왕따는 신체적, 언어적, 감정적 학대이거나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미디어
의 부당한 사용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왕따는 타당한 학교행정담당자에게 보고되어야 합
니다. 이 보고는 담당자에 의해 철저히 조사되어서 학부모상담, 정학, 퇴학 같은 학생들이 받아들
일 수 있는 타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반 신고식 (Anti – Hazing Policy)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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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A의 핵심가치는 학습에 적합한 질서 있고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탕
먹이는 신고식 같은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신고식은 다른 학생을 겁을 주거나 창피, 모욕을 주
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신고식이든 이 사건은 타당한 학교 행정담당자에게 보고되어야 합니

다. 이 보고는 담당자에 의해 철저히 조사되어서 타당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신고식을 하면 

정학, 퇴학, 학교행사 혹은 활동의 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불만처리절차 

 

어떤 정당하지 않은 행동, 정책, 절차에 복종하도록 처해져 학생이나 부모 혹은 피고용인이 잘못
됐다고 느낄 때 불만이 생깁니다. 피고용인의 행동, 학생, 이사회, 어떤 조직 혹은 학교위원회에 

대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모든 KCA커뮤니티 일원에게 적용됩니다.  

부모님은 직접 문제가 된 선생님께 먼저 가시기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모든 경우에 각자는 마 18: 

15의 말씀을 권고로 명심해야 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

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비공식 수준 I 

불만이 있는 사람은 먼저 개인적으로 불만의 원인이 되는 그 사람이나 사람들을 찾아가서 긍정적 

대화가 되도록 기회를 주면서 말로 불만을 소통합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그 문

제에 대해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말해서는 안되고 같이 있지 않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공식 수준 II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만이 있는 사람은 한 두 명의 증인과 함께 불만의 상대와 적합한 시간
을 정하고 만남니다. 이 때 불만사항을 적어서 불만상대에게 제출해야 하고 다시 한번 긍정적 대

화를 위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날자와 서명이 적힌 이 진술서를 복사해서 보관해야 한다. 

 

공식 수준 I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으면 불만 당사자와 증인은 타당한 지도 팀 멤버에게 가서 불만사항을 

나눕니다. 진술서 복사본을 지도 팀 멤버에게 줍니다. 지도 팀 멤버는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주요 

당사자들과 이야기하고, 시간 순서에 따라 불만사항에 대처합니다. 지도 팀 멤버는 그의 결정을 

기록하고 그의 결정은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보고됩니다. 

 

공식 수준 II 

문제가 지도 팀 멤버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불만사항은 교장선생님께 가져갑니다. 진술서
의 복사본과 지도 팀 멤버의 기록을 교장선생님께 드립니다. 교장선생님은 지도 팀 멤버와 의견

을 교환하고 불만사항을 대처하고 그의 결정을 기록한 후 그의 결정을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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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공식수준 III 

불만사항이 교장선생님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이사회에 청원됩니다. 불만사항에 대한 진술
서와 서류가 이사회에 제출됩니다. 이사회 회장은 이 불만청원이 특별회의 소집을 필요로 하는 

지 정기 회의에서 다루어질 지 결정합니다. 이사회는 불만사항을 대처하고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
적입니다. 모든 진행과정은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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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KCA와 부모님의 파트너쉽 

 

가정과 학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가정과 정보를 교환하는 주요 전달통로는 교내 웹사이트,”씨카모어(Sycamore)”입니다. 

이메일도 KCA사무실로부터 정보를 주고 받는 또 다른 일반 형식입니다. 

 KCA의 웹사이트는 www.kca.org.ua입니다. 

비상시나 즉각적인 연락이 필요할 때 각 가정에 알리기 위해 학기가 시작되면 전화 비상 연락망

을 짭니다. 학부모-교사 면담과 성적표도 KCA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만일 교사가 개인적으로 부모 중 한 분과 연락하려고 할 때, 씨카모어의 PAN(Pass-A-Note), 전화
로 혹은 학생을 통해 메모를 보냅니다. 학부모는 학교 사무실을 통해 또는 개별적으로 교사를 통
해 학교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정규적으로 학교와 연락을 하기를 

권합니다.  

좋은 대화가 하나됨의 열쇠입니다.  

학교 가정의 명단과 전화번호는 개학 후 가정으로 보내집니다. 부모님이 선생님과 연락하고 싶으
면 학교근무시간 동안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행사 달력 

 

주 행사 일정표는 학교 사무실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씨카모어의 학교 캘린더에서 모든 행사를 

볼 수 있습니다.(My School/Calendar) 

 

일반적인 연간 학교 행사 일정 (대략적 일정) 

 

개학일 - 8월 하순 

가을 수련회(Fall Retreat) – 9월 하순 

가을축제(Fall Festival) - 10월 중순 

축구 시즌 - 9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추수감사절 방학 – 11월 하순 

크리스마스 축하/방학 

농구 시즌 - 11월부터 3월까지 

사은회(Teacher Appreciation Banquet) - 2월 중순 

봄방학 - 3월말 

영성 강조구간(Spiritual Emphasis Week: KCA다니는 것을 기쁘게, 재미있게, 다양하게 표현하
는 주간) - 3월 첫 주 

육상(트랙) - 4월, 5월 

고등학교 뱅큍 - 4월말 

http://www.kca.or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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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연극 발표회 - 5월 첫째 주 

졸업반 여행 - 4월 중순 

졸업/ 종업식 - 5월 마지막 주 

  

학교 행사는 학교의 필요에 따라, 자원이나 담당자의 가능여부에 따라 변동 됩니다. 학부모님들
의 자원봉사를 환영합니다. 

 

학부모-교사회(PTF: Parent - Teacher Fellowship) 

학부모-교사회(PTF)는 부모님과 교사의 협력과 친목을 격려하고 강화하기 위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선교현장 및 자녀의 필요에 관련된 문제의 상호 이해를 통해 지적, 영적, 육체적, 정서
적 성숙을 위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할 학부모와 교사간의 연대를 조직합니다. 

학생들의 교육 파트너로서 부모와 교사는 집과 가정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학부모-교사 회에 참석하시고 자신들의 재능을 학교의 다양한 기능에 자원봉사 하셔
서 KCA교사들에게 대한 환대를 더하시기를 강력히 권유합니다. 

반대표 어머니, 도서관 도움이, 특별 프로그램 진행자 등 자원봉사자의 참여는 PTF를 통해 조직
됩니다. 

 

KCA통학 차량 

중고등학생의 통학 

고등학생은 자신이 통학에 책임을 집니다. 부모님이 중학생자녀가 스스로 통학하길 원하시면 “자
유 통학자”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통학상황 변경 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자유 통학자”로 규정되지 않았는데 정규통학상황이 바뀌면 부모님은 사
무실에 전화하거나 사무실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개인 기사 

개인 차량은 오전 8시 20분경 학생들을 학교에 내려주고, 오후 3시경 학교에 와야 합니다. 

 

대중 교통수단 이용 

대중 교통수당을 이용하는 학생은 학교에 오전 8시 이전에 도착해서는 안되고, 방과 후는 오후 3

시 15분까지, 방과 후 특별 활동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는 오후 4시 45분까지 학교를 떠나야 합

니다. 학교는 학생이 학교 운동장을 나설 때 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경기에 가는 버스 운영 

스포츠 경기에 가는 버스는 때마다 다른 스케줄과 노선을 가집니다. 세세한 사항은 시카모아를 

통해 전달될 것입니다. 좌석은 제한되었고 관람하려는 승객마다 최소한의 차비를 받을 것입니다. 

학교버스를 타고 경기장으로 가서 관람하려는 초등학생은 미리 전날 부모님으로부터 서명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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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동의서를 받아 학교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은 사무실에 있는 목록에 서명함으로 

버스에 자리를 예약해야 합니다. 팀 멤버가 아니면서 스포츠차량을 이용하려 할 때 10 그리브나
를 사무실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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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비 상 조 치 

 

의료 응급조치 

학생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학부모에게 통보 됩니다. 학교에서는 부모님
이 적은 응급조치용 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만일 응급조치용지가 없을 경우 학교는 

학생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대체로 앰뷸런스를 불러야 

한다면, “보리스 병원(지하철 “올림픽 스타디움” 옆, “스포츠 호텔” 건물 내에 위치)”에 연락해 부
상자를 데려가도록 할 것입니다. 

 

아플 때  

학생이 학교에서 아플 때, 학교 간호사나 비서 혹은 교장선생님이 이 학생을 집에 보낼 지 결정합
니다. 학생이 집에 가게 될 때 사무실에서 확인 할 것입니다. 학생을 데려갈 때까지 학생은 양호실
이나 사무실에 있게 됩니다. 학생이 전염성 병에 걸린 경우, 나아서 12시간 이상 열이나 전염적 

증상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등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상/사고 시 응급조치 

학생의 부상 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1. 훈련된 요원이 부상자를 안정시키고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만일 훈련된 요원이 없을 

시 다른 교사가 대응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에 훈련된 요원이나 교사는 부상자와 함께 머물러
야 합니다. 

3. 부상이 심해서 응급실로 이동해야 할 경우, 부모님/보호자가 부상학생을 데리러 올 것인
지 혹은 학교가 차량을 조달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부모님께 통보됩니다. 만일 

부모님께 알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학생은 응급실로 데려갑니다. 생사를 가늠하

는 심각한 부상일 경우 학교가 먼저 학생에 대한 교통편을 가능한 한 빨리 조처하고 그 후
에 부모님께 알립니다. 

4. 필요 시 구급차를 부르거나 부상자를 위한 교통편을 찾으십시오. 

5. 학생이 약에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 지 혹은 다른 심각한 의료적 주의사항이 있는지 의료
경고사항이나 학생의 의료기록을 점검하십시오. 

6. 부모 없이 학생을 병원으로 보낼 때, 우크라이나 말을 잘 구사하는 학교 교사가 동행해서 

부모님께서 오셔서 책임적 역할을 할 때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7. 학교 교사는 교장선생님과 함께 24시간 내에 사고 보고서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보관해
야 합니다. 

 

피로 옮기는 병원균처리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피나 토한 것을 청소할 경우, 선생님이나 다른 스텝들은 감염으로부터 보호
되기 위해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고무장갑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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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행정책 

학생들의 의약 처방 시 다음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1. 부모님에 의해 학교에 보내지는 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약이며, 어떻게, 또 언제 복용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복용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약의 부
작용의 경우도 적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2. 약품은 사무실에 보관됩니다. 

3. 초등학생의 부모님들은 시카모아를 통해 자녀들에게 타이레놀이나 이부로펜이 투약됐
는지 연락됩니다. 

4. 모든 의약 처방은 시카모아 의료란에 기록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타이레놀이나, 이부로펜을 포함합니다. 대일 밴드는 제외됩니다) 

 

화재 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2번 길게 벨이 울립니다. 신속하고, 조용하고, 질서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아래의 화재 대피 계획을 보십시오) 

 

1. 모든 교사들은 학생들을 줄 세우고, 가장 안전하고 가까운 출구로부터 건물을 빠져 나가
야 합니다. 

2. 교사들은 비상폴더를 가지고, 문을 닫고, 학생들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3. 학교 건물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차도지역이 “안전장소”로 지정되었습니다. 

4.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무도 건물 안에 남아 있어서도 안 되고, 다시 건물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5. 건물을 나가기 전 외투, 신발, 가방, 지갑들을 챙겨 나오면 안 됩니다. 

6. 일단 밖으로 나오면, 각 학급학생들은 한 줄로 정렬하고, 각각 호명됩니다. 이것은 모두 

건물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측하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7. 학생들은 학교 당국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바깥에 질서 정연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8.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화재경보훈련이 정기적으로 시행됩니다. 

 

악천후 시 

 

빙설이 심하거나 섭씨 -25도 이하의 날씨에 수업을 할 수 있을 지 여부는 교장선생님이 결정합니
다.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모든 가족이 상황을 알도록 조치합니다. 

 

폭풍 

심한 폭풍이 칠 경우, 말로 경고합니다.. 

아래 조치가 취해질 때 신속하고, 조용히 움직여야 합니다. 

1. 모든 학생들은 교실에서 복도로 나와야 합니다. 

2. 학생들에게 무릎을 꿇거나 복도 바닥에 앉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나 출입구나 계단 옆은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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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교실 문은 닫혀져야 합니다. 

4. 교사들은 출석부를 펴서 빠진 학생이 없는지 학생들의 이름을 호명해야 합니다. 추측만 

해서는 안됩니다. 

5. 교사들은 항상 반 학생들은 잘 통제해야 합니다. 

6. 학생들은 복도에서 학교의 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테러리스트 공격 

우리 학생들, 스텝이나 학교가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긴 버저가 울립니다. 아래 안내 

사항을 따르십시오.: 

1. 교실을 점검하고, 철문을 열고 타당하게 대사관에 전화할 특별교원이 지정됩니
다.( Marine detachments 490-4454,490-4003) 

2. 선생님들은 문을 잠그고 어린이들을 문에서 떨어진 곳, 교실 한편으로 모이도록 이동시
킵니다. 창문 쪽에 있지 않도록 하십시요. 

3. 건물을 나가라는 지시를 받으면, 가장 가까운 출구를 통해 나가십시요. 조용히 하고 계속 

어린이들이 조용히 하도록 합니다. 

4. 교사들은 출석부를 보면서 학생들의 이름을 확인하고, 인원수를 파악하십시오. 절대 추
측해서는 안 됩니다. 

5. 매 상황에 따라 다른 지시 사항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시 사항을 주의 깊게 듣고 신속하고, 

조용히 움직이십시오. 

 

학교건물로부터 비상 대피/제 2의 만남 장소/픽업할 곳 

학교 건물로부터 대피해야 하는 비상사태가 벌어질 경우, 우리 학교건물에서 2km정도 떨어진 비
노그라다리 지역의 “블라가다찌”교회(전화번호 433-4875)로 학교 당국에 의해 학생들은 이동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주소: 프로스펙트 프라브디 96 /하얀 건물) 프로스펙트 “프라브디”와 “마샬
라 흐레치까”가 교차되는 로터리에 있습니다. 교사들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가서 가능한 한 신속

히 부모님께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항상 감독하에 있게 됩니다. 

 

아동학대 보고를 위한 정책과 절차 

KCA는 학교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가정이나 학교환경(수업이나 특활 등)에서의 학
대로부터 보호하도록 위임 받았습니다. 학교는 어린이 학대에 관한 모든 혐의를 조사하고 학교조

직의 사법권내에서 정당한 행위를 취하도록 준비되 있습니다. KCA에 소속된 어떤 사람이라도 

이 정책 위반 시 징계를 받되 해고되거나 제명까지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어떤 경우도 보고하는 것이 모든 고용인, 성인 자원봉사자, 학생들의 책임
입니다. 

 

예방 

 

1. 임용 지원과정의 일부로 지원자는 어린이 학대에 대한 정책을 읽고 읽은 것을 검증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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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또한 지원자들은 아동학대와 관련돼 기록된 어떤 부정행위에 대한 경찰의 보
고도 존중하도록 하는 KCA의 허가를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2. 학교 직원은 학생이 안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느 성인에게 다가 가서 상담할 지 알

도록 하는 학원분위기를 고양해야 합니다. 

3. 일대일로 관계될 상황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은 사려 깊게 돌봄으로 서로를 대하도록 충
고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상황을 피하도록 하십시요. 

 

발견 

1. 아동학대로 추정되는 어떤 보고나, 증거나 이유를 가지면 그 성인은 즉시 교장선생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교장선생님이 연루되었거나 특별관리가 타당할 경우, 학교 이사
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2. 어린이에 의해서나 어른에 의해 행해진 아동학대로 추정되는 보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보
고자를 “존중과 신뢰의”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3. 보고에 의심되는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 보고의 수령자는 정확하고 온전하고 빠르게 그 

정보를 교장선생님께 알려야 합니다. 

 

보고 

학대를 추정하거나 발견한 보고는 24시간 내에 교장선생님께 알려야 하고 문서로 기록돼야 합니
다. 이 보고 과정에서 알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정보접근을 제한함으로 

혐의 받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보호하도록 돌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정보를 제공자의 이름 

2.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과 부모의 이름 

3.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 

4. 어떻게 그 정보를 취득했는지. 

5. 보고되거나 의심되는 것의 세부사항(날자, 시간, 장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능한 한 

보고자의 말한 대로 정확히 인용할 것. 

6. 날자  

7. 언제, 그리고 누가 연결되었는지  

 

조사와 시행 

교장선생님은 APM46에 따라 모든 불만사항을 상세히 조사할 것입니다. 어린이 학대와 관계되 

보이는 어떤 불만사항이나 조사에 있어서 고용자들, 성인 봉사자들, 학생들이 잘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조사 후 혐의사실이 확정되면 빠른 교정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시행사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1. 피해자와 보고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2. 혐의사실과 조사과정에 대해 피해자 부모와 이사회에게 가능한 한 빠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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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의 지도하에 타당한 공공정보를 학교커뮤니티에 제공 

 

에이즈(AIDS/HIV)-양성 교원과 학생들 

 

KCA는 에이즈 감염을 비밀리 격려하고 이해할 깊은 개인적 비극으로 바라봅니다. 종종 에이즈 

감염요소를 지나치게 과장하지만, 그럼에도 신중함과 돌봄이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에
이즈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교직원이나 학생은 학교에 알려야 하고 학생들과 교사의 일반적 복지
를 위해 합당한 절차와 감염자의 절차를 계속 밟아가야 합니다. KCA는 에이즈에 관한 외국인 조

항의 우크라이나 법에 준거합니다.  

참조: APM 45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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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부          록 

 

비상 연락 정보 

보리스 병원    238-0000 

(지하철 “리파블리깐스키 스타디움”, 스포츠 호텔 근처)  

 

의사 발레리 빠블르쉰   440-8086 

(왕진 가능한 영어 구사하는 의사) 

 

재 우크라이나 대사관 연락 

미대사관                                         521-5000 

웹사이트: http://Ukraine.usembassy.gov/                       이메일: kyivacs@state.gov 

주소: 4 A.I.Sikorsky St.(formerly Tankova), Kyiv 04112 (지하철 “베레스테이스까” 근처) 

해병대주둔지(Marine Post One)    +38-044-521- 5700 

(영어만-비상시만 사용)      

24시간 보초소                               +38-044-527-5279(5749)                       

(24-Hour Guard Post Two)  

 

캐나다대사관                                  590-3100                   fax: 590-3134 

웹사이트: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ukraine   이메일: kyiv@international.gc.ca 

주소: 13A Kostelna St., Kyiv 01901                                    

 

영국대사관                                      490-3660/490-3661    fax: 490-3662 

웹사이트: http://www.gov.uk/government/world/Ukraine    이메일: ukembinf@gmail.com 

주소: 9Desyatynna St., Kyiv 01901 

 

한국대사관                                      246-3759/246-3760/246-3761 

Website: ukr.mofat.go.kr                                                     이메일: korea@mofat.go.kr 

주소: 43 Volodymyrska St., Kyiv 01034 

 

네덜란드대사관                               490-8200                   fax: 490-8209 

비상전화(근무시간 후에):               +38-050-469-1644 

웹사이트: http://ukraine.nlembassy.org/                              이메일: kie@minbuza.nl 

주소: 7Kontraktova Ploshcha, Kyiv 04070 

 

학부모/학생 서식 샘플 

 

http://ukraine.nlembass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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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학부모 계약서(Annual Parent Contract) 

스포츠 프로그램 참가 계약서(Athletic Program Participation Contract) 

학생 계약서(Student Contract) 

KCA헌장(Charter of Kiev Christian Academy) 

 

이 서식들을 다음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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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예브 크리스천 아카데미 

연간 학부모 계약서 

  

        키예브 크리스천 아카데미와 파트너쉽에 있는 부모로서, 우리는 KCA가 질 높은 기독교 교
육을 제공하는데 협력할 것을 서약하며 다음 사항들을 동의합니다. 

 

 학교의 가치를 기도, 성경 읽기, 한 몸 된 기독교 성도 내의 교제의 유익에 두고 있습니다. 

 

 필요 시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학교 스텝의 권한을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서에 첨부된 비상시 서식의 의견에 따라 응급처치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든 학교 활동 - 스포츠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단기 여행을 포함해- 참여
를 허락합니다. 학교에서나, 학교 활동 시 부상을 당할 경우, 우리는 학교에 우리나 우리 

아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KCA에서는 컴퓨터랩에서 사용되는 검열된 인터넷 사용과 와이파이를 통한 검열되지 않
은 인터넷 사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KCA는 개인 전자기기를 통해 자녀들이 인터넷을 사
용하는 경우 전부 모니터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기는 선생님들께서 허
락하시거나 학습을 위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간 등록금 납부의 책임을 완수합니다. 

 

 

        우리는 신청자의 부모/ 보호자로서 위의 서약을 완전히 이해하고, KCA와 협력할 우리의 책
임을 받아들일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 학부모/학생 핸드북을 읽었으며, 철학과 믿음에 관한 

입장을 포함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학교 규칙과 방침을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학부모/ 보호자 성함:   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보호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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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예브 크리스천 아카데미 

스포츠 프로그램 참가 계약서 

스포츠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이 다음의 영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데 있다. 

1. 경건한 인격 개발 

2. 지도력과 팀웤 기술 

3. 교실 안팎에서의 책임감 

4. 선택한 스포츠의 경기 규칙, 기술, 전략에 대한 기본적 지식  

 

다음의 지침서는 이러한 목적이 성취되도록 최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I. 출석 

모든 선수들은 반드시 정해진 전체 연습에 참석해야 합니다. 만약 양해를 받지 못한 채 연습에 불
참할 경우, 그 선수는 다음 경기에 뛸 수 없게 됩니다. 양해를 받을 수 있는 결석은 아프거나(이때
는 연습 전이나 직후에 코치에게 서면 통보를 보내야 합니다.)  사전에 코치와 부모님 혹은 교사와

의 면담 가운데 미리 계획된 결석일 경우 입니다. 만일 선수가 수업일 중 3번 이상 수업시간에 빠
지면(3 periods), 스포츠 팀에서 연습하거나 그날 스포츠행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II. 교실에서 행동 

모든 선수들은 학교와 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선수가  규칙을 어길 

경우, 그 선수의 스포츠 프로그램의 참가 여부는 코치나 관련 교사의 재량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
니다. 

 

III. 학업 성취도 

각 선수들은 전 과목 평점 C학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선수의 성적이 C 학점 미만으로 떨어
질 경우 학부모/학생 안내 지침서에 따라 근신에 처해집니다. 

 

IV. 경기장. 연습장에서의 행동 

선수들은 항상 상대편뿐 아니라 자기편 선수들에게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경우라도 선수가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그 선수의 스포츠 프로그램 참
여 여부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V.         스포츠 참가비 

시즌 시작 시 각 선수들은 스포츠 참가비를 내야 합니다. 

 

VI.       건장진단서 

팀에 참가하기 위해 각 선수들은 매년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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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KCA 스포츠 철학과 KCA 스포츠 정책 이 제목인 KCA 학부모/학생 핸드북을 읽
으실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우리는 위의 요약된 방침을 전적으로 이해하며, KCA 학부모/학생 핸드북의 스포츠 내용뿐 아니
라 위의 방침을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학생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년_______월_______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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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예브 크리스천 아카데미 

 

중고등학교 학생 계약서 

 

키예브 크리스천 아카데미 학생들은 등록에 따른 책임과 특권 그리고, 부모의 격려와 더불어, 모
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KCA의 한 학생으로서, 나는 기꺼이 학생/학부
모 핸드북과 다음에서 제시하는 학생행동지침 원리를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적 영역에서 

학생들이 태도와 행동으로 특히 성경 수업, 채플과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대합니다.  

 

학업에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태도로 배움의 과정에 임하도록 기대합니다. 

1. 모든 수업에 지각, 결석 하지 않는다. 

2. 모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중한다. 

3. 요구되는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며, 필요할 시 도움을 요청한다. 

4. 모든 과제물을 책임 있게 수행한다. 

 

공동체에 관하여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기대합니다.    

1. 다른 사람들을 존경과 사랑, 친절, 정직, 인내, 용서, 신뢰, 격려, 자비, 공평과 이해심을 갖 

고 대하도록 합니다. 

2. 모든 KCA의 스텝들과 교사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키며, 항상 적절할 호칭 (Mr.,  Mrs., 

Miss, Dr. 등) 을 사용한다. 

3. 다른 사람의 필요, 활동, 자산에 대해 신중하도록 한다. 

 

나는 아래 기록된 특별 윤리적 행동기준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1. 하나님과 우리학교의 영예를 위해 거짓말, 속임, 훔치기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행위를 하

는 사람을 눈감아주지 않습니다. 

2. 성경에서 금지된 행동들은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태도이든 키예브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수용되지 않습니다. 비방하는, 신성모독의, 외설적인 말이나 행동, 마법실습, 성범죄 등은 KCA학
생에게는 용납되어지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성경에서는 모욕, 조롱, 욕심, 시기, 자만, 정욕, 비
통함, 억제되어지지 않은 분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3.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전 6:18-20). 모든 학생들은 전적으로 

담배의 사용,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마약의 사용, (부모님이나 보호자와 함께 있을 경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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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는)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합니다. 

 

학생 이름: ------------------------------- 서명: --------------------------------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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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예브 크리스천 아카데미 헌장 

 

I. 정체성 

 

A. 명칭: 우리 학교는 Kiev Christian Academy (KCA) 라 명명 한다. 

  (주: 이전에는 뉴 호프 크리스천 학교라고 불렸다: New Hope Christian School) 

B. 소유권: KCA는 국제 복음 선교 단체들과 협력하는, The Bright Educational    

Foundation (브라이트 교육 재단) 의 산하에 있다. 

C. 위치: KCA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위치한다.  

 

II. 사명서 

 

 Kiev Christian Academy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의 

성취를 돕기 위해, 성경적 세계관에 기반을 둔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선교사 가정과 

동역하기 위해 존재한다. 

 

III. 후원 선교 단체 

 

A. 브라이트 교육 재단 산하의 선교 단체들이 KCA의 전체 행정과 운영을 책임질 이사회를 

만든다. 

B. 이사회는 KCA와 동역하기를 원하는 타 선교 단체의 영입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에는 후원 선교 단체의 참가를 종료시킬 수 있다.             

 

IV. 비차별적 정책 (Non- Discriminatory Policy) 

 

 KCA는 인사, 정책, 입학허가와 학교 업무 진행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인종, 성(gender)

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 

 

V. 관리 (Governance) 

 

1. 이사회는 KCA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위를 부여 받는다. 전체 

이사회에 의해 권위를 부여 받은 책임적 개개의 구성원들과 더불어, 이사회는 공동적으로 권
위를 갖는다. 

2. 이사회는 각각의 후원 선교 단체들의 2명의 대표자로 구성 되며, 영속 가능하다. 교장은 

직무상의 자격이며, 이사회의 투표권은 갖지 못한다. 

3. 3명의 이사들과 KCA의 교장은 이사회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사장은 집행 위원
장을 겸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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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재정 

 

A. KCA는 비영리기관으로 이사회가 공동 소유권을 가진다. 학교 자산과 부채의 재무상 책
임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후원 선교 단체들이 동등하게 분담한다. 

B. KCA와 스텝들은 재정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최고로 정직하게 해야 한다. 

C. KCA의 모든 외국인교사들과 행정 담당자들의 재정은 일반적으로 선교 단체를 통한 후
원으로 한다. 

D. 학교의 운영과 유지는 수업료와 학교의 정신에 일치하는 방법을 통해 모아진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VII. 헌장 수정 

 

 헌장의 수정은 이사회의 80퍼센트인 최대 다수의 투표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 

 

VIII. 해체 

 

A. 해체 제안: KCA의 해체가 필수적이고, 상호간에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면, 이사회나 또
는 후원 선교 단체에 의해 학교 해체안은 해체 여부를 다루게 될 모임의 최소한 30일 전

에 이사회의 각 멤버들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만일 이사회의 80퍼센트가 이 해체 제안
에 동의 한다면, 학교 해체는 제안의 명령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착수 되야 한다. 

B. 자산과 부채의 분배:  해체 시 이사회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또 의무를 이행한 후 남은 

자산을 분배 하게 된다. 이 분배는 해체 시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다. 

                                                                                                  개정일 5/1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