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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메리디안 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메리디안 학생으로 메리디안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해 동안 메리디안 스쿨의 학생들은 유타주와 세계 

각지의 다양한 출신들이었으며 우리 커뮤니티에 공헌할 여러분의 재능과 관점, 문화 및 

목소리를 환영합니다. 
 
메리디안 스쿨은 1989년에 독립적인 사립 리버럴 아츠 스쿨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맞춤형 학습 비전과 글로벌 관점을 바탕으로 전통적 교육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리디안"(Meridian)이란 단어는 정오 즉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을 때를 

의미하는데, 가장 밝고 강렬하며 모든 생물들이 성장에 필요한 빛을 제공합니다. 메리디안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서 보이는 희망의 밝기를 상징합니다. 아울러 교사와 학생, 

지식과 학습 간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메리디안의 교직원과 행정실은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모범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고 학교의 규범과 방침을 숙지하고 

메리디안 스쿨을 특징짓는 빚과 진실에 대한 열망에 친숙해지기 바랍니다. 
 

사명 선언문 

메리디어 스쿨은 학생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지도하고 영감을 주고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타고난 광채가 정오의 태양처럼 세상을 향하여 빛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 선언문 

메리디안 스쿨 커뮤니티는 학생과 교직원의 다양성 즉 문화,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연령, 

성별, 학습 능력 및 신체적 능력, 사회 경제적 상황의 차이를 존중합니다.  메리디안 스쿨은 

모든 개별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권리, 권한, 프로그램 및 필요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학칙 

메리디안 스쿨 커뮤니티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포용하고 안전하게 교육하는 분위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메리디안 스쿨의 학칙에서는 학생들이 명예와 진실성 및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것이 요구됩니다.   메리디안 학생들은 거짓말, 부정행위, 도둑질을 하지 않고 타인이나 타인 

재산에 대해 물리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행동강령에 

명시된 모든 학교 규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동시에 학생들은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되며 해당 행위는 교직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배움과 학업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고 아울러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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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기준 

메리디안 스쿨의 비전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및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관행 측면에서 미국 

및 해외의 7-12학년 교육 기관 중에서 탁월성을 대표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메리디안 스쿨은 고등 교육기관, 직장 및 가정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리더, 사상가 및 

실천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메리디안 스쿨의 교육은 엄밀한 지적 능력, 높은 도덕적 기준, 

균형 있는 사회적/정서적 발달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졸업 요건 

 
메리디안 스쿨의 학생들은 졸업 전에 영어, 수학, 역사, 외국어 및 과학 과목의 엄격한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미술, 토론, 사회과학, 체육 및 기술 등 다양한 선택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식, 예술, 운동, 도덕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학생이 메리디안 

졸업장을 받으려면 아래 필수 요건을 이수해야 합니다. 
 
영어 

아래에 준하는 LA(Language Arts) 4 학점 

클래스 9: 언어 및 고전 문학(Language Arts & Ancient Literature) 

클래스 10: 언어 및 현대 세계 문학(Language Arts & Modern World Literature) 

클래스 11: 언어 및 미국 문학(Language Arts & American Literature) 

클래스 12: AP 영문학 및 작문 (AP English Literature & Composition) 
 
역사 

아래에 준하는 역사 4 학점: 

클래스 9: 고대 세계사 

클래스 10: 현대 세계사/유럽사 

클래스 11: 미국사 

클래스 12: 졸업반 세미나 또는 AP 미국 정부 및 정치 
 
수학 

아래에 준하는 프로그레시브 수학 4 학점: 

대수 2, 기하, 기초 미적분, 미적분 AB 및 BC, 통계 
 
과학 

아래에 준하는 과학 3 학점 

클래스 9: 해부학 및 생리학 

클래스 10: 화학 

클래스 11: 생물학 

클래스 12: 물리학 또는 심리학 
 
외국어 

하나 이상의 외국어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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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선택과목 2 학점 

체육 선택과목 2 학점 

기타 선택과목 2 학점 
 

 

영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제 학생은 몇 가지 필수 과목을 ELS(English as a 

Second Language)로 수강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ESL 영어, ESL 역사. 
 

 
 
 

성적 우수자 

우등생 명단(Honor Roll)은 GPA 3.4 이상이고 C+ 이하가 없고 학기 중 수강한 

코스에서 보류 학점(Incomplete)이 없는 학생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최고 우등생 명단(High Honor Roll)은 GPA 3.7 이상이고 C+ 이하가 없고 학기 중 

수강한 코스에서 보류 학점(Incomplete)이 없는 학생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학년의 두 학기 모두에서 우등생 명단에 해당되는 학생은 메리디안 장학생(Meridian 

Scholar)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학년의 두 학기 모두에서 최고 우등생 명단에 

해당되는 학생은 메리디안 특별 장학생(Meridian Scholar with Distinction)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러한 학업 우수자 인정은 메리디안 스쿨의 학생 성적표에 

표시됩니다. 
 

 
 
 

 

메리디안 스쿨의 성적 산정 기준 
성적을 산정할 때 아래 등급이 사용됩니다. 

성적 등급 수치 값 백분율(%) 

A 4.0 94% - 100% 
A- 3.7 90% - 93% 
B+ 3.4 87% - 89% 
B 3.0 84% - 86% 
B- 2.7 80% - 83% 
C+ 2.4 77% - 79% 
C 2.0 74% - 76% 
C- 1.7 70% - 73% 
D+ 1.4 67% - 69% 
D 1.0 64% - 66% 
D- 0.7 60% - 63% 
F 0 59% - 
P 0 비학점 합격 (Non-graded Pass) 
I 0 보류 학점 (In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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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워크 보류(Incomplete Coursework) 
학생이 질병 또는 긴급한 가정사 때문에 과제나 기말 시험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 
교사는 평가 기간 말에 "I" (incomplete) 학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I" 등급을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말 이전에 또는 여름 학기에 해당 코스워크를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한 코스워크를 완료하지 않으면 학생의 성적표에 "F" 등급이 표시됩니다. 

 
 
학사 경고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이 아래 이유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평가 기간 말에 학사 

경고를 받게 됩니다. 
 

1. 필수 과목의 절반(3)이 C- 학점 

2. 필수 과목 중에서 하나라도 D+ 학점 이하 

3. GPA 1.75 이하 
 
외국어와 수학 과목의 경우 학생이 합격하여 다음 수준으로 넘어가려면 C 학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학사 경고를 받은 학생은 해제될 때까지 학교의 스포츠 행사나 과외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또한 만족스런 학점을 받을 때까지 점심 

시간 자율 학습(lunch hour study labs)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율 학습에 배정된 

학생들은 행정실에서 학사 경고 해제 통지를 받을 때까지 자율 학습에 참여해야 합니다.  

특정 학습 분야의 경우 과외 교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학년에 두 번 학사 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학년에 

대한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학생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며, 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 학생의 노력과 전체적인 학업 성과 및 

행동 등을 모두 감안합니다. 
 
온라인 학생 진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업 진도를 알리기 위해 교직원들이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로그온하여 누락된 과제, 퀴즈, 시험 점수 및 모든 

과목의 현재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커뮤니티 

메리디안 스쿨은 국제 학생들에게 탁월한 교육 및 훌륭한 미국 경험을 제공합니다.  

메리디안에서 공부하는 동안 외국에서 온 학생들은 영어를 배우고, TOEFL 시험에 

대비하고, 미국의 대학 진학에 필요한 지원을 받습니다. 현지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학교의 국제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생이 종합적으로 미국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국제 학생들과 우정을 

쌓도록 장려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우정과 관점을 통해서 양쪽 모두 풍부한 경험을 

하고 성공적인 글로벌 리더가 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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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점심시간 

학교 시간표 

 

월요일/수요일                화요일/목요일 

 

8:30-8:55 멘토링 8:30-9:55  T1 

9:00-10:00 

10:05-11:05 

11:10-11:50 

11:50-12:50 

12:55-1:55 

2:00-3:00 

M1 

M2 

점심 

M3 

M4 

M5 

10:00-11:00 

11:00-11:40 

11:40-12:05 

12:10-1:30 

1:35-3:00 

T2 

점심 

T2 

T3 

T4 

금요일    

8:30-8:55 

9:00-9:55 

10:00-10:55 

11:00-11:35 

11:35-12:30 

12:35-1:30 

1:35-2:30 

멘토링 

1차 

2차 

점심   

3차 

4차 

5차 

  

  

 

 

2차 점심시간 

월요일/수요일               화요일/목요일 

 

8:30-8:55 

9:00-10:00 

10:05-11:05 

11:10-12:10 

12:10-12:50 

12:55-1:55 

2:00-3:00 

 

멘토링 

M1 

M2 

M3 

점심 

M4 

M5 

 

8:30-9:55 

10:00-11:25 

11:25-12:05 

12:10-1:30 

1:35-3:00 

 

T1 

T2 

점심 

T3 

T4 

금요일  

 

8:30-8:55 

9:00-9:55 

10:00-10:55 

11:00-11:55 

11:55-12:30 

12:35-1:30 

1:35-2:30 

 

 

멘토링 

M1 

M2 

M3 

점심 

M4 

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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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규정 

목적: 복장 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일성 

• 단정함 
• 올바른 행동 장려 
• 학습 환경에서 집중 방해 요인 제거 
• 복장을 통한 학생 또는 파벌의 분류 배제 

 
복장 규정의 준수 상태는 교사와 교직원이 매일 확인합니다. 학생들은 교직원의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캠퍼스에 있는 동안 방과 전 및 방과 후를 포함하여 항상 복장 

규정에 따라 의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셔츠 

1. 칼라가 있는 셔츠, 폴로 셔츠, 헨리 스타일 셔츠 및 블라우스가 허용됩니다. 단색 

스웨터와 가벼운 재킷, 줄무늬 또는 격자 무늬는 허용됩니다. 다만 이미지는 없어야 

하고 후드를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엠블럼이 허용되지만 1인치 이하여야 합니다. 

3. 교실 내에서는 겉옷인 재킷과 코트를 입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Merit/메리디안 티셔츠와 Merit/메리디안 풀오버 추리닝 상의만 허용됩니다. 

5. 어깨와 몸통을 드러낸 옷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소매는 캡 슬리브(cap sleeve)보다 더 짧아서는 안 됩니다. 

7. 셔츠는 수수해야 합니다. 로우 탑(low tops) 아래에 반드시 언더셔츠를 입어야 합니다. 

8. 속이 비치는 셔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9. 티셔츠는 단추 달린 바깥 셔츠의 안에 착용할 수 있으며 단추를 잠가야 합니다. 

10. Merit/메리디안 티셔츠는 금요일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 

 
바지, 반바지, 스커트 

11. 승인된 바지는 정장 바지, 일반 바지, 코르덴 및 카고 스타일 바지입니다. 

12. 바지, 반바지 및 스커트는 항상 둔부에 착용해야 합니다. 

13. 반바지와 스커트는 레깅스 없이 착용할 경우 무릎 위 3인치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14. 레깅스를 입을 경우 탑/셔츠/스커트는 기장이 손가락 끝까지 오는 길이어야 합니다. 

15. 색깔 있는 데님은 허용됩니다. 

16. 월요일~목요일에는 청바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17. 추리닝 상의 및 하의, 웜업 또는 파자마 바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8. 레깅스를 입을 경우 탑/스커트는 기장이 손가락 끝까지 오는 길이여야 합니다. 

19. 바지, 스커트 및 반바지는 끝에 단이 있어야 하며 너덜너덜하거나 구멍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발 

20. 신발은 구멍이나 찢김이 없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1. 발가락 슬리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복장 규정 지침 

22. 행정실에서 정하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복장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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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생들은 항상 수수하고 청결하고 깔끔한 외모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의복이 

청결하고, 크기가 적당하며, 제대로 착용해야 합니다. 의복은 겉면이 밖을 향하게 

제대로 착용해야 합니다. 찢어진 의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두발은 말끔하게 빗질을 하고 깨끗이 이발해야 합니다. 과격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머리 

염색(자연스럽게 나오는 색상이 아닌 염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행정실에서 정합니다. 

25. 종교적 또는 의학적 이유를 제외하고 모자를 착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행정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6. 화장은 학교 생활에 적절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행정실에서 정합니다. 

27. 해골, 약물/알코올/갱 모양을 금지합니다. 

28. 게이지를 금지합니다. 
 
 
아메리투스 복장–아메리투스 데이(Ameritus Day)는 행정실의 별도 통지가 없는 한 

정기적으로 매달 마지막 목요일로 정해진 날입니다. 
 

29. 카키/탄 또는 네이비 블루 바지 또는 스커트. (색깔 있는 데님, 카고, 카프리 바지 

또는 반바지는 금지.) 

30. 단추 달린 흰색 셔츠, 터틀 넥 또는 블라우스. (블라우스 정의: 목에서부터 

허리선까지 덮어주는 헐렁한 의복. 칼라 유무와 관계 없음.) 

31. 네이비 블루 또는 고동색 콤비 상의, 드레스 재킷, 스웨터, 카디건 또는 조끼. 

(코트나 스포츠용 재킷은 금지) 

32. 넥타이 또는 스카프; 주로 고동색 또는 네이비 블루. 

33. 검정색 또는 갈색 정장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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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방침 

학교 출석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학생은 자신의 교육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매일 시간을 엄수하여 출석해야 합니다.  유타주 법률(Utah Code 

Ann. 53A-11- 101 이하)의 유타주 의무교육 요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중등 학생이 

매일 시간 엄수하여 출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현재 출석 정보를 얻기 위해 학교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다음의 메리디안 

스쿨 웹사이트를 통해  학생 정보 시스템(SIS)에 접속하여 해당 학생의 출석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https://merit.usoe-dcs.org/login/. 학생은 합당한 결석 

사유가 없는 한, 매 수업일 정시에 수업에 참가해야 합니다. 

캠퍼스 내에서 또는 캠퍼스를 이탈해서 반복적으로 무단결석을 하면 경고 서신, 

무단결석 통지서, 습관적 무단결석생 소환장, 벌금, 출석 회복(방과 후 남기), 정학, 

퇴학, 청소년 법원 회부, 대체 배정, 취학의무 해제(Board release) 및 기타 개입 

조치 등을 취할 대상이 됩니다. 
 
메리디안 스쿨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 기술을 완벽히 습득하도록 요구하며 

결석은 다른 학생들의 기술 습득 기회를 방해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학생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앞으로 직장에서의 출근에 대비하고 우리 학교의 탁월성에 대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메리디안은 아래와 같은 출석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출석 방침 목표 
메리디안의 출석 방침은 학생들이 아래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든 학생과 교사들에게 교실에서 성공할 기회를 제공. 

• 학생들에게 출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책임 있는 행동을 장려함. 
• 학부모에게 학생의 출석률 제고를 위한 수단을 제공함. 
• 주 정책을 지원함. 

 
"유타주 교육청 출석 지침"에 따라 저희 교사들은 출석을 학교 성적 산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메리디안 스쿨 교사들은 출석률을 

학생 성적에 10% 반영하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교사들에게 벨 워크를 학생 성적에 5% 

반영하는 결정을 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건강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건별로 행정 결정에 따라 이 방침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결석 
다음은 학교와 관련된 SIS 출석 코드와 정의로서 학부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코드 설명 정의 

E 
이유 있는 결석 (Excused 

Absence) 

학부모가 5 수업일 이내에 출석 관리실에 

연락하여 결석 이유를 밝히는 경우 

O 
관리실의 양해를 구함 

(Office Excused) 
학생이 상담 교사나 교직원과 만나는 경우 

V 
휴가 결석 (Vacation 

Absence) 

결석하기 전에 학생이 휴가 양식을 작성한 

경우.  (휴가 양식과 지침은 웹사이트나 

프론트 오피스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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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교 활동으로 결석 
(Activity Excused) 

학교에서 승인한 활동 때문에 결석하는 
경우. 

H 재택 학습 (Homebound) 

학생이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결석 

사유를 인정 받으려면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며 반드시 출석 관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M 
결석 보충 (Made up 

Absence) 

학생이 보충수업 학교(Attendance 

School)에서 모든 유형의 결석을 

보충하였음. 

R 지각 보충(Made up Tardy) 

학생이 보충수업 학교(Attendance 

School)에서 모든 유형의 지각을 

보충하였음. 

 

아래 내용은 SIS 출석 코드로서 학부모, 학생 및 교직원에게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드와 정의의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학부모 및/또는 

학생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코드 설명 정의 

X 결석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아직 

그 사유를 밝히지 않음. 학부모는 5일 

이내에 결석 사유를 밝힐 수 있습니다. 

U 
무단 결석 (Unexcused 

Absence) 

학생이 수업에 결석하였고 5 수업일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음.  

결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충수업 

학교(attendance school)에서 결석을 

보충해야 함. 

S 수업 불참 (Sluff) 

학생이 무단으로 수업에 불참한 경우.  

결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충수업 

학교(attendance school)에서 결석을 

보충해야 함. 

Z 정학 (Suspension) 

여러 이유로 학생의 등교를 정지시킴. 

행정실에서 학부모에게 정학 처분을 

통지합니다. 학부모의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석 처리 절차 

 
출석을 위한 학부모의 조치: 
학부모가 학교에 연락하여 결석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결석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무단 결석'으로 기록됩니다.  통지는 전화로 또는 서명된 통지서 형태로 

수행합니다.  결석 후 5일 이내에 학교에 통지를 했고 결석 사유가 유효할 경우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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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으로 인정 받습니다.  하지만 5일의 기한은 학기 말을 넘어설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결석 사유는 학기의 최종일 이전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학생의 결석 사유는 다음 방법으로 출석 담당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전화 801-491-7600, 옵션 1, 출석 음성 메일을 통해 상세 메시지를 남김. 
• 학생을 통해 프론트 오피스에 서신을 제출하도록 함. 

 
주의 사항: 

• 결석 사유는 5 수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무단 결석과 수업 불참은 10 수업일 이내에 출석 회복을 통해 보충해야* 
합니다. 

• 교직원이 장기간 또는 과도한 결석에 대한 승인 요청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석이 학생의 학업 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해당 결석을 

용납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 있는" 결석으로 표시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학교 행정실의 재량권에 속합니다.  학교 교직원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위 

절차에 대한 예외를 둘 권한을 갖습니다. 
 
다음 사유인 경우에만 학부모가 학생의 결석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질병 

• 병원 또는 치과 예약 
• 가정의 긴급 상황 
• 가족 또는 친한 친구의 사망 
• 가족 활동이나 여행 (휴가 관련 결석 일수는 휴가 1주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학생의 개별 담당 교사들과 빠진 수업에 대한 보충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 조치: 

1. 학생의 결석 사유가 인정되고 나면 빠진 수업을 보충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완전한 학점을 받으려면 학교에 돌아온 후 5 수업일 이내에 빠진 수업을 보충해야 

합니다.  지정된 5일이 경과한 이후에 받은 보충 수업에 대한 학점 처리는 교사의 

재량권에 속합니다. 

2. 학생은 학기당 3회의 무단 결석이 허용되며 그 후에는 회복 조치가 필요합니다.  

허용된 3일 또는 그에 준하는 시간(12회 수업)을 초과하여 무단 결석할 경우 하루 또는 

그에 준하는 시간(4회 수업)의 초과 결석에 대하여 학생은 1 시간의 *출석 회복을 

완료해야 합니다. 출석 회복(Attendance Recovery)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3. 수업 불참은 출석 회복을 통해 보충해야 합니다.  각 수업 불참에 대해 1 시간의 

출석 회복이 필요합니다. 출석 회복(Attendance Recovery)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4. 출석 회복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출석 담당자 방문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지서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출석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은 메리디안 스쿨에서 과외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무단 결석에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거나 출석 회복을 통해 보충한 이후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과외 활동에는 일부 현장 학습, 클럽 활동, 체육 경기 및 활동, 연극, 댄스 경연대회, 

학교 댄스 활동 및 기타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수행하는 학교 후원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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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회복(Attendance recovery)은 수업 시간 외에 숙제, 공부 또는 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과목의 평점이 C 이상인 학생의 경우는 자신이 선택한 

교사와 함께 보낸 시간이 출석 회복 시간이 됩니다.  현재 등급 평점이 C 미만인 

과목이 있는 학생은 과외 공부/숙제를 할 시간이 가장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출석 회복 시간은 해당 교사와 함께 보내야 합니다. 
 
방침 위반 

이 방침을 위반하면 경고 서신, 무단 결석 통지서, 습관적 무단결석생 소환장, 의무 

교육 위반 통지서, 벌금, 출석 회복, 정학, 퇴학, 청소년 법원 회부, 유타 카운티 검찰청 

회부, 대체 배정, 취학의무 해제(Board release) 및 기타 개입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 무단결석"(Habitually Truant)은 12세 이상인 학생이 특정 수업 기간 중에 

10회 이상 무단 결석을 하거나 현행 학년의 모든 수업에서 총 40회 이상의 무단 

결석을 한 경우 또는 유타주 법률(Utah Code Ann., 53A-11-103)에 따라 출석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교 당국의 노력에 학생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경고 서신"(Concern Letter)은 특정 수업 기간 중에 5회 이상 무단 결석을 하거나 

현행 학년의 모든 수업에서 총 20회 이상의 무단 결석을 한 학생의 부모에게 

발송됩니다. 이 서신을 통해 학부모에게 학생의 출석 문제를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며, 무단 결석이 지속될 경우에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립니다. 
 
"무단결석 통지서"(Notice of Truancy)는 12세 이상인 학생이 특정 수업 기간 중에 

10회 이상 무단 결석을 하거나 현행 학년의 모든 수업에서 총 40회 이상의 무단 

결석을 할 경우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발송됩니다.  "무단결석 통지서"에는  

유타주 법률(Utah Code Ann., 53A-11-101.7(4))에서 요구하는 알림 내용과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습관적 무단결석생 소환장"(Habitual Truant Citation)은 메리디안 스쿨의 출석 

관리실(무단결석 전문가) 또는 교직원이 해당 학생을 소년 법원에 회부하기 위해 

습관적 무단결석 학생에게 발부합니다. "습관적 무단결석생 소환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단결석 통지서를 발부한 학년도의 특정 수업 기간 중에 

추가로 5회의 무단 결석을 하거나 현행 학년의 모든 수업에서 추가로 총 20회의 무단 

결석을 한 경우. 학교가 유타 법률(Utah Code Ann., 53A-11-103)에 따라 학생의 

출석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한 경우. 학생의 출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메리디안 스쿨의 출석 방침을 위반할 경우에 발생하는 위의 결과 외에도 아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학생이 오랫동안(3일 이상) 등교하지 못하게 될 경우, 

최소한 1주일 전에 사무실과 학생의 모든 교사들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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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학생이 지각하였음을 학부모, 학생 및 행정실에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SIS 출석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지각에는 학부모 및/또는 학생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코드 설명 정의 

T 지각(Tardy) 

지각 벨(tardy bell)이 울린 

후에 교실에 입실했지만 

15분을 초과하여 늦지 않은 

경우. 

L 늦은 지각(Late Tardy) 

최소한 15분 늦게 교실에 

입실했지만 30분 이상 늦지는 

않은 경우. 

K 
이유 있는 지각(Excused 

Tardy) 

학생이 지각 벨이 울린 이후에 

입실하였지만 학부모가 전화, 

서명 또는 통지문을 통해 

이유를 설명한 경우. 

 

학부모 조치 
• 학생이 첫 수업/일과시간에 지각한 경우 지각일로부터 5 수업일 내에 이유를 

제시하면 용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을 초과하여 무단 지각을 하면 *지각 

회복(tardy recovery)을 완료해야 합니다. 

• 학부모가 학생을 데리고 나갔는데 수업 시작 후에 학교로 돌아온 경우, 해당 

학부모가 해당 수업에 지각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일과시간 이외의 

지각에 대해서는 부모가 이유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 점심 시간 시작 전에 학부모가 공식적으로 학생을 데리고 나간 경우가 아닌 한 
• 학생이 점심 시간에 늦은 것에 대해 학부모가 이유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 조치 

• 학생이 지각하면 학급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모든 학생과 교사는 지각생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실은 벨 워크(bell work) 

과제를 제공하여 이를 성적에 반영하는 교사들을 지원하고 장려합니다.  부모가 

이유를 제시한 지각을 포함하여 어떤 이유로든 수업에 늦은 학생들은 벨 

워크(bell work) 과제를 보충하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 수업 당 무단 지각 횟수가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각 회복(tardy 
recovery)을 통해 보충해야 합니다.  지각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 지각 회복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출석 담당자를 방문하라는 서면 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서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지각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은 메리디안 스쿨에서 과외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무단 

지각에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거나 지각 회복을 통해 보충한 이후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과외 활동에는 일부 현장 학습, 클럽 활동, 체육 경기 및 활동, 연극, 

댄스 경연대회, 학교 댄스 활동 및 기타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수행하는 학교 후원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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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회복(Tardy recovery)은 수업 시간 외에 숙제, 공부 또는 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수업의 평점이 C 이상인 학생의 경우는 자신이 선택한 교사와 

함께 보낸 시간이 지각 회복 시간이 됩니다. 현재 등급 평점이 C 미만인 과목이 있는 

학생은 해당 과목 또는 과외 공부/숙제 시간이 가장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각 회복 시간은 해당 교사와 함께 보내야 합니다. 2주 보고 기간에 누적된 모든 무단 

지각을 보충하려면 ½ 시간의 지각 회복이 필요합니다. 

 
조퇴/외출 절차 
수업 시간에 어떤 이유로든 캠퍼스에서 나가야 하는 학생들은 프론트 오피스에서 

조퇴/외출(Check Out)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생은 학부모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나갈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허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 통지문 발송 

• 프론트 오피스에 전화 연락 
• 학교 방문. 

 

18세 이상인 학생도 동일한 귀교 및 조퇴/외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8세인 

학생들의 경우 부모의 요청이 있고 부모가 프론트 데스크에 연락하여 서명할 경우 

특별히 귀교/조퇴/외출을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각 학기 말에 결석/지각 문제가 없는 학생들은 메리디안 스쿨 행정실이 준비한 

활동에 참여할 자격이 생깁니다. 
 

 
 
 
 

보건 및 안전 

의약품 
학생이 학교에서 복용해야 하는 모든 처방약에 대하여 보건실 디렉터(Director of 

Health)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비처방약(예: 타이레놀)을 

복용해야 할 경우 학부모/보호자가 메리디안 스쿨 보건 양식을 통해 허락해야 합니다. 

허락된 내용에 따라 보건실 디렉터가 비처방약을 제공합니다. 
 
사고 
경미한 부상의 초기 치료는 보건실 디렉터가 담당합니다.  부상이 심각하고 추가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학생의 비상 연락처 전화번호로 즉시 통지합니다.  학교의 모든 

연락처 정보는 최신 상태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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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강령 

모든 학생은 메리디안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행동 강령을 숙지하여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도 행동 강령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업 중 행동:  수업 중에 모든 학생들은 주의를 기울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무례한 행동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행동:  모든 학생들은 교직원과 학생들을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무례한 언어와 부적절한 신체적 행동을 자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메리디안 스쿨의 면학 환경은 교내에서 또는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 등을 포함한 교외에서 

공격적, 모욕적 행동이나 괴롭히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연방 법률은 메리디안 스쿨의 학생 또는 직원에 의한 어떠한 성희롱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편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굴욕 또는 조롱하는 글이나 말에 

의한 모든 농담, 몸짓, 신체적 접촉, 부정적 또는 무례한 발언 등이 포함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즉시 정학을 당하거나 기타 적절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험 부정행위:  전체 학생들은 모든 활동에서 정직하게 행동할 것이 요구됩니다.  

과제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모든 학생은 0점을 받습니다. 

 
표절:  표절이란 적절하고 명확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다운로드하여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행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학생들은 반드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표현으로 

작성하거나 합당하게 자료를 인용해야 합니다.  표절된 결과물은 학점을 받을 수 없고 

해당 학생에게는 숙제를 완성할 추가 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학교에서 휴대전화와 MP3 플레이어를 소지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모든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꺼서 가방이나 물품 보관함에 넣어둬야 합니다. 노트북 

컴퓨터와 계산기는 교육 목적으로만 교실에서 사용하도록 허용됩니다.  다른 전자 기기를 

악용하면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인터넷 사용:  메리디안 스쿨에서는 학생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수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때 학생은 모든 주 및 

연방 법규를 준수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학생이 온라인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게시하거나, 불법 사이트를 보거나, 학교 구성원이나 학교를 위협 또는 

비방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학교 컴퓨터 또는 

인터넷 접속을 악용할 경우 네트워크 이용 권리를 상실하며 징계 조치가 따릅니다. 

 
학교 사진:  메리디안 스쿨에 등록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 또는 제삼자가 

학교를 위해 촬영한 사진은 학교의 자산이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메리디안 스쿨은 학교 

브로셔, 소식지, 광고, 포스터, 전시물, 슬라이드 쇼, 비디오 테이프, 카탈로그, 학교 

웹사이트나 유사한 간행물 또는 인쇄물에 나온 사진을 제한 없이 전송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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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점심:  학생들이 학교로 점심을 싸올 수 있고, 학교 런치룸에는 전자레인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 식당에서 따뜻한 또는 차가운 점심을 합리적 

가격으로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캠퍼스 밖 점심: 메리디안 스쿨의 환경과 지역 사회 내에서의 위치 때문에 개방형 

캠퍼스에 필요한 사항이 충족되고 있습니다.  9~12학년의 학생들에게는 캠퍼스 밖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점심 시간에 캠퍼스 

밖에 있는 식당을 이용한 후 오후 수업에 늦지 않도록 돌아와야 합니다. 
 
현장 학습 방침:  메리디안 스쿨에 등록함으로써 학부모는 자녀가 메리디안 스쿨 

교직원이 정한 일정에 따라 교외 현장 학습 활동에 참가하도록 허용합니다.  

학부모/보호자에게는 현장 학습에 관하여 사전에 통지하고 교통편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흡연, 약물, 음주:  메리디안 스쿨은 교내에서 그리고 학교 지원 행사에서 담배, 약물, 

술을 마시거나 사용, 배급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내에서 또는 학교 지원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에 담배, 약물, 술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각된 학생은 정학을 

당하거나 수업료 환불 없이 퇴학을 당합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등교하거나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학생은 정학을 당하거나 수업료 환불 없이 퇴학을 

당합니다. 
 

 
 

모든 불법 행위는 학교 내에서 또는 수업 중에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학을 당하거나 

수업료 환불 없이 퇴학을 당하는 사유가 됩니다. 
 

 
 

동물:  학생이 애완동물을 교실에 데리고 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교 관련 

행사나 프로젝트로 인해 애완동물을 학교로 데리고 와야 할 경우는 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해당 행사에만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시설 관리:  학생들은 학교 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학생들은 

행정실 및 교직원들과 함께 건물과 구내 상태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집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쓰레기는 자신이 줍고 사물함 근처를 청결하게 유지하며 주변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줘야 합니다.  학교 재산에 낙서를 하거나 파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학교 재산을 파손하는 학생은 전액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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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회부 

각 위반행위 유형별로 학생에게 1~10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이는 교사나 행정직원이 

결정합니다.  위반행위 예와 각각에 부과되는 벌점 수를 아래에 나타냈습니다. 
 

1. 무례한 행동 또는 협조 거절 = 1 점 

2. 복장 위반 = 1 점 

3. 금지된 전자 장치나 휴대전화 사용 = 1 점 

4. 껌 씹음 = 1 점 

5. 수업 지각 (무단) = 1 점 

6. 수업 결석 (무단) = 2 점 

7. 부적절한 언어 및/또는 몸짓 = 1~5 점 

8.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 = 1~10 점 

9. 부정직 (거짓말, 시험 부정행위, 절도, 표절) = 4~5 점 

10. 학교 재산의 파손 = 4~9점 및 보상 

11. 약물, 알코올, 담배의 불법적 이용 = 10 점 

12.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10점 
 
다음은 벌점 합계와 그에 따른 결과를 나열한 것입니다.  

 벌점 4 점 = 학생의 학생주임 면담 

벌점 5 점 = 점심 시간 근신 

벌점 6 점 = 점심 시간 근신 

벌점 7 점 = 점심 시간 근신 

벌점 8 점 = 학생이 학부모 및 학생주임과 면담 

벌점 9 점 = 점심 시간 근신 

벌점 10 점 = 정학 또는 퇴학 가능 
 

 

정학 
학칙과 학교 규범을 위반하는 학생은 교장의 재량에 따라 정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학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부모 및 교장과의 면담 필수. 
2. 부정행위, 표절 또는 누락한 과제는 0점 처리. 

3. 정학 기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이나 시험에 대한 보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업 불참이 학생 성적에 영향을 줍니다. 

4. 정학 기간에는 모든 학교 활동에 대한 참여가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체육 실습 

및 경기, 드라마 공연, 경연대회, 댄스 등이 포함됩니다. 

5. 정학 기간은 위반 내용 및 학생이 받은 경고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6. 학생 기록부에 징계 정학을 받은 사실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퇴학 
심각한 또는 반복적인 행동 강령 위반이 있을 경우 교장의 재량에 의해 해당 학생이 

퇴학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퇴학 처분후 5일 이내에 학교 이사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고 그것이 최종적 

처분이 됩니다.  학생이 퇴학당하면 수업료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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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기술 이용 
 

 
컴퓨터 이용 방침 
메리디안 스쿨의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학교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인터넷, 전자메일 또는 기타 직접적 전자 통신 형식을 통해서 부적절한 자료에 

접속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 (b) 무단 접속 또는 기타 불법적 온라인 활동 금지; 

(c) 미성년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온라인에서 무단 공개, 사용, 유포하는 행위 금지;  

(d) 아동 인터넷 보호법(CIPA) [Pub. L. No. 106-554 and 47 USC 254(h)] 준수. 
 
정의 
어린이 인터넷 보호법(CIPA)에 정의된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적절한 자료에 접속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터넷 또는 기타 전자 통신 형태 및 부적절한 정보 

접속을 차단 또는 필터링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 (또는 "인터넷 필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 인터넷 보호법(CIPA)에 따라 음란물, 아동 포르노 또는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료의 시각적 표현물을 차단해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직원 감독 하에 기술적 보호 조치를 비활성화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는 선의의 연구조사나 기타 합법적 목적을 위해서만 보호 조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네트워크 사용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자메일, 채팅룸, 인스턴트 메시징 및 기타 직접적 

전자 통신 형태를 사용할 때 메리디안 스쿨의 온라인 컴퓨터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안전과 보안 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 인터넷 보호법(CIPA)의 요건에 근거한 부적절한 네트워크 사용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소위 '해킹'을 포함한 불법 접속 및 기타 불법적 활동 (b) 

미성년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 사용, 유포하는 행위. 
 
교육, 감독 및 감시 
본 방침과 아동 인터넷 보호법, 이웃 아동 인터넷 보호법 및 21세기법의 아동 보호 

조항에 따라 온라인 컴퓨터 네트워크와 인터넷 접속에 관한 교육, 감독 및 감시를 

수행하는 것은 메리디안의 모든 교직원의 책임입니다. 

기술 보호 조치를 비활성화하거나 수정하는 절차는 학교 디렉터 또는 지정된 

담당자의 책임입니다. 

학교 디렉터 또는 지정된 담당자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메리디안의 인터넷 

보안 방침 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이 메리디안 스쿨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전에 학부모/보호자와 학생이 모두 이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제공되는 문서의 

목적은 다음 사항에 대한 메리디안의 책임 이행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 메리디안 인터넷 보안 방침에 명시된 적절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 및 기준  
• 인터넷 보안과 관련된 학생의 안전 및 온라인에서의 적절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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