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 1 학년 신입생 Q & A 

1. 등교 첫 날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G1 초등 신입생 준비 안내문’ 참조하여 준비해 옵니다.  

→강당에서 모두 반별로 모인 후 담임교사와 함께 교실로 이동합니다.  

→등교 첫번째 날은 담임선생님과 입학 첫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학교 생활에 필요한 안내문 봉투(Information Envelope)가 발송됩니다. 하교 후에 확인하시고, 

받지 못 하신 분은 꼭 담임과 연락합니다. 꼭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모든 준비물(이름 쓰기)을 가지고 와서 자기 사물함에 넣습니다. 

<발송 내용 참조> 

1) Parent student handbook(학생 핸드북: 행정, 회계 안내/학교생활 지침 참조) 

2) Introduction letter(교사 소개 편지) 

3) Student info(학생 정보 기록지-제출) 

4) Calendar(학사 일정) 

5) Daily schedule(수업 시간표) 

6) Weekly lesson plan(주간 교육 계획안) 

7) Materials(준비물 리스트) 

8) ASP letter(방과후 신청 안내문) 

9) Lunch menu(식단표) 

10) Bus schedule(차량 시간표) 

※ 이 후에 모든 공문은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확인 하셔야 합니다. 

2. 준비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준비물은 안내문을 참조바랍니다. 추가 준비물은 Weekly Plan 을 통해 주간으로 전달됩니다. 

3. 교과서는 언제 어떻게 받나요?  

→수업시간에 각 과목 담당선생님을 통해 제공됩니다. 

4. 간식을 학교에 가져가도 되나요?  

→학교 식당에서 제공하는 점심/오후 간식이 있으므로 개인적인 음식/간식은 반입하지 않습니다. 

→간식은 학급이 모두 나눌 만큼 가져와서 담임께 말씀드리고, 담임교사가 나누어 주도록 합니다. 

→개별 생일 축하 파티는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다. (케이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음식 섭취가 안됩니다.  



5. 수저와 물통을 안 가져 가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 식당에 수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컵을 배치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물병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6. 숙제 알림장이 필요한가요?  

→영어 담임교사가 부모님 사인과 교사 사인을 받아 숙제를 확인하는 ‘알림지’를 매 주 줍니다.  

→국어 과목은 알림장 노트가 필요합니다.  

→국어 수업에 필요한 것은 국어 담당교사가 월별로 발송하는 ‘월간 교육 계획표’에 안내합니다. 

7. 스쿨버스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하교 때 장소 변경하여 하차 가능 한가요?  

등교 전에 차량단톡으로 초대받으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실 문의) 

→차량단톡으로 등/하교 차량시간표를 안내해 드립니다. (2/24(수)공지 예정) 

→날씨와 도로사정으로 인해 조금씩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스쿨버스 승하하차 장소의 임의 변동은 불가합니다.  

8. 학교에 준비물을 가져갔는데 없다고 연락이 왔어요.  

→준비물을 보내 실 때는 학생에게 모두 보여주시고, 사용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학생 스스로 

가방에 넣어 챙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챙겨 주시면 가지고 와서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모품은 중간중간 확인하여 보충해 줍니다. 

→치약, 칫솔은 금요일마다 가져가서 소독해 옵니다. 

9. 분실물은 어떻게 찾나요?  

→물건을 분실한 경우, 행정실 앞 분실물 박스에서 찾아갑니다.  

→전화기 등의 고가의 물건의 경우는 행정실에서 찾아갑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0. 1 학년 방과 후 수업을 1 학기에 진행 하나요?  

→3 월부터 시작하는 방과후 수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임교사로부터 방과 후 수업에 관한 안내가 발송되면 담임께 신청합니다.  

→방과 후 수업은 신청 후 변동 및 환불 되지 않습니다.  

 

11. 학생 비자 서류 외 행정 서류는 어떻게 발급 되나요?  

→신입생은 3 월부터 학생 비자 서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NA5, 비자용 재학증명서를 발행    

드립니다.  

→신청은 최소 1 주일 전에 행정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푸미흥 회계 사무실(S24-1 Hung Vuong2)에서는 비자 서류 발행이 불가합니다. 

→모든 행정 서류는 행정실을 통해 신청하시고, 받아 갑니다. 



12. 교복과 체육복을 구매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요?  

→교복과 체육복은 학교 행정실 또는 푸미흥 회계 사무실(S24-1 Hung Vuong2)에서 상시 구매가 

가능합니다. 

13. 보험 신청 후 아이가 다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서 보험 신청을 위한 서류를 받습니다.  

→보험 청구를 위한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실로 문의 하십시오.  

14. 보건 안내  

→등교 후에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담임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담임 교사가 아이를 동반하여 보건실을 방문합니다.  

귀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공될 보건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개인 약을 가지고 가도 되나요?  

천식 등의 지병으로 인한 상비약은 허용이 되나 그 외의 일반 상비약은 개별 소지가 제한됩니다.  

약을 지속해서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합니다. 

15. 상담   

→ 모든 상담은 담임교사에게 연락합니다. 담임교사가 상담교사의 도움을 받을지 결정합니다. 

16. 회계 안내  

→학비 청구서는 언제 받나요?  

학비 청구서는 각 분기가 시작되기 3 주 전에 개인 메일로 발송됩니다.  

 (1 분기-1 월 29 일, 2 분기-5 월 7 일, 3 분기-7 월 23 일, 4 분기-11 월 12 일 청구서 발송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메일을 확인 하시고, 납부 날짜에 맞춰서 학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년 신입생의 1 분기 학비 납부 마감일은 2 월 19 일까지 입니다.  

→모든 학비 납부, 환불, 레드빌 관련 사항은 회계과로 문의 하십시오. 

17. 준비물 안내 

스케치북 1 권 크레파스 24 색 

색연필 12 색 물감, 붓, 팔레트, 앞치마 

생활용품 칫솔, 치약, 양치 컵, 개인 수저 

필기도구 필통, 연필 5 자루, 지우개, 가위, 딱풀, 자, 영어 노트(5 선지), 알림장 공책 

단추 클리어 파일 

(숙제 넣는 파일) 

 

파일 4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