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gh School Principal Letter to Parents - Korean 
 
일부 학부모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2009-2010학년도부터 학과목에 관련된 시험 
비용이 변경됩니다. 새 규정은 커뮤니티가 원하고 학생들이 받아야 마땅한 학과목이 
제공하는 광범위한 내용을 유지하면서 각 가정이 과목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과목의 수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코스 중 과목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과목들을 이 편지와 함께 보냅니다. 
 
이 과목에 관련된 비용은 교과서와 읽기 부교재 (작품집, 지리부도, 문제집 등), 학습지도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 시청각 자료, 가정에서 찾기 힘든 학용품과 학습목표 습득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학교 운영에 필요한 건물, 사무실 비품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가된 과목비용은 대부분 다음 3가지 항목에 해당됩니다.  

• 수업의 일환으로 학생이 소비하는 것. (예: 요리재료) 
• 학생의 개인 물품이 될 제작물의 자료 (예: 조각용 찰흙, 모델 비행기 자료 등) 
• 학습지도용 자료 또는 물건으로 학생의 사물이 되는 것 (예: 커리어 준비 유니폼, 
안전모, 미용술 용품) 

 
학생들은 개인 정리용 물품과 개인용 학용품-공책, 연필, 종이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과목에 
연관된 비용이 아니나 각 학교가 학교와 학부모회와 협력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비용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업비, 학년별 특별모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올여름 
학교와 학부모 대표와 함께 의논한 후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장학습에 관련된 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청구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각 행사 시 사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비용이 드는 과목을 골랐을 경우,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해당 과목과 지도 
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후견인 또는 학생 대변인은 비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사나 카운슬러 또는 
행정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는 비용을 나누어서 지불하는 방법, 할인된 비용 지불, 비용 면제 등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 면제 옵션은 College Board, ETS, 국제 학사 학위 (IB)와 시험 비용 (AP, SAT, ACT)등 
외부기관의 비용 지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제 옵션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학부모님은 학교 카운슬러에게 연락하십시오.  
 
저는 이 변경사항을 지지하며 우리 학생들이 원하고 받아야 할 지도프로그램의 수준을 
유지하고 코스 비용을 성공적으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2010 학년도 학교에서 
제공되는 코스에 관련된 비용에 관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