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인터내셔날 친구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모든 직원과 팀은 새친구들과 예전의 친구들을 다시 만날수있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서 기쁨니다.당신은 최근에 미국에 왔습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정보나 도움이필요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도울수 있다면 어떤것이든 연락주십시요.
Email: international.friends@st
international.friends@stnal.friends@st-matthew.org

Website: www.smifriends.org

１．성마태오교회와학교의보안정책과절차
성 마태오건물출입 -학교 수업이진행되는시간동안성마태오교회와학교건물의출입문이잠겨있습니다. 건물에들어오실경우정문을이용해주십시요.
1. 인터폰/부져의 버튼을 누르십시요.
2. 안에서 “How can I help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묻습니다.
3. “I’m here for International Classes. 인터네셔널 클라스를 들으러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세요.
4. 그러면 문을 열어드립니다.
5. Welcome Center 에 가셔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시고 폴더에 이름, 시간을 적으시고, International Class 에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visitor” 스티커를 받으시게 됩니다.
6. Welcome Center 의 직원이 여러분의 이름을 물어보고 클라스 리스트에서 찾아 체크를 합니다.
7.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교실이나 child care 장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8. 수업이나 child care 를 마친 후에 나가실 때 나가는 시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본관건물의 출입시 매번이와같이 들어오는 시간과 나가는 시간을 적으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유지하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당신이 수업에 결석하게 되면?
되면?
대기자 명단이 길기 때문에 출석 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어떠한 이유로라도 결석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여러분의 클라스 리더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전화, 문자 메시지 모두 좋습니다)
•
2 주이상 연속해서 결석을 하게 될 경우 (휴가, 입덧 등) 클라스 리더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전화, 문자 메시지 모두 좋습니다)
•
여러분이 아주 많이 아프거나 다급한 도움이 필요로 할 경우, 저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기도해 드릴 수 있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수업에 참여하기 못하게 될 경우 클라스 리더나 International Friends Office 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전화, 문자 메시지
모두 좋습니다)
3．수업 휴걍은 어떻게 알아볼까요?
알아볼까요?
날씨가 안좋거나 정전이 되어 Walled Lake 의 성마태오 학교, Walled Lake 공립학교가 임시휴교를 하면, 인터네셔널 프랜즈 클라스도 이 날
임시휴교를 하게 됩니다. TV WXYZ 7 번 체널과 라디오 WWj950 AM 에서 임시휴교 안내방송을 합니다. 웹사이트 www.WXYZ.com 에서 Oakland
County 의 임시휴교 소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그밖에 중요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릴것입니다.
4．내가 친구를 데려 올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당신의 class 에 친구를 데려오는것을 환영합니다. 다른반에도 한번 오는것은 환영합니다.그런다음 그반에 데려오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class 로 아이 놀이방이 꽉 차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당신의아이를 데려오기전에연락을
취해주십시요. 당신이 어떤 class 를 방문하고 싶다면, International Friends Office 에게 말해주십시요.
5．사진들
우리는 올해 우리 class 들 과 야외활동에대해 사진을 찍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친구들과 함께한 즐거움들을 보여주고싶습니다.
이사진들은 빌딩주변 게시판에 쓰여지고 St. Matthew web site 에도 올려질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당신의 사진들이 올려져도 좋은지 여부를
International 사무실로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6．기독교 신앙에 관하여
우리는 당신이 빌리는걸 환영하는 일본어와 한국어로된 기독교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언어로 된것이 필요하다면 알려주십시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한 어떤것이든 드릴것입니다. 목요일은 초급 영어 성경토론 담당 선생님인 베키와 함께 예수님과 성경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하는
시간입니다. 이외에도 여러분이 관심 있을만한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참석할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베키(Becky)또는 사무실에 연락해 주세요.당신은 출석시 Christian 이 아니어도 됩니다.
7．어린아이가 있으신 분은:
분은:
ａ．아이 놀이방:
놀이방:
• 방문시 아이를 돌봐주는 비용은 $8 입니다.( 둘이상의 아이를 맡겨도 $8 입니다.) 당신은 놀이방 입구에 있는 상자에 돈을 넣으시면 됩니다.
• 매일 아이의 교실에 비치된 체크인 기록부에 사인해 주십시요. 이는 여러분의 자녀의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자녀의 이름이 체크인 기록부에
빠져있을 경우는 보육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요.
• 여러분의 자녀의 소지품에 이름을 써 주십시요. (기저귀가방, 쥬스컵, 간식등).
• 당신의 아이에게 특별한 필요나 알레르기가 있다면 아이를 돌보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요.
• 아이들이 처음에 엄마와 떨어질때 우는것은 정상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적응시키는데 당신을 도울수 있어서 기쁨니다.
대개 몇번 방문후에, 그들은 놀이방에 익숙해질것입니다. 그들이 심하게 보채면 우리가 와서 당신을 부를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의 아이를 아기방에 맡기시면 비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엄마를 필요로 할 경우, 아기방 직원이 수업중에 여러분에게
비퍼로 연락을 취할것입니다. 비퍼가 울리거나 불이 들어오면 아기방으로 가 주세요.
• 당신의 아이를 더이상 돌볼필요가 없게되면(아이가 preschool 에 가게된다거나 하는..) , 우리에게 말해주십시요. 그래야 기다리는분에게
기회를 드릴수 있습니다.
• 학교에 다니는 나이의 아이에 대해서는 수업이 없는 날에 특별히 배치해 드릴 수 있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 보육 담당자의 근무시간을 존중해 주십시요. 여러분의 수업이 끝나면 즉시 자녀를 데리러 와 주십시요.
• 자녀가집에서쉬어야하는경우.“저희는학교(그리고교회)로저희가돌보는모든아이들의안전을위해다음의경우에는아이를집에데리고있어주시기
를당부합니다 :

자녀에게 화씨 99 도/섭씨 37.2 도나 그 이상의 고열이 있을때, 또 24 시간 이상 화씨 99 도/섭씨 37.2 도 이상의 고열이 계속 되는
경우,
o
여러분의자녀가설사를하거나지난 24 시간동안설사를한경우,
o
여러분의자녀에게녹색콧물이계속나오고있는경우,
o
여러분의자녀에게이유를알수없거나전염성의발진이생긴경우,
여러분의 자녀가 복용하는 약이 없이 24 시간이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다시 학교에 등교해도 좋습니다.
ｂ．주차장 안전문제:
안전문제:
주차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십시요.이는 여러분의 자녀의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주차장에서는 반드시 아이의 손을 잡고 차로 걸어가 주십시요.
절대로 아이가 주차장에서 뛰어다니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성 마태오 학교가 끝나는 3 시 30 분에서 3 시 45 분사이에는 주차장 전체가 매우 혼잡합니다.
100 대 이상의 차들이 동시에 주차장을 빠져나갑나다. 특히 이 시간대에 건물을 나가게 되면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에게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ｃ．로비 에티켓:
에티켓:
로비의 " 안내 센타" 에 여러분을 환영하고 도와주려고 직원이 근무할 것입니다. 직원의 근무 환경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로비에서 뛰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도록 지도해주십시요. 또, 로비에 아이를 혼자 두지 마십시요. 수업이 끝난 후에 친구와 대화를 더 하시길 원하신다면, 우선 자녀를
케어에서 픽업하신후 교실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o

．

(248)624--7676:
8 Office Phone Numbers (248)624
FAX 248-624-0685 - international.friends@stinternational.friends@st-matthew.org

Becky Masters (Director)
ext. 119
Japanese Language
rebecca.masters@st-matthew.org

Jan Roth (Assistant Director)
ext. 113
jan.roth@st-.matthew.org

Dawn Kirk (Assistant)
extension 115
dawn.kirk@st-matthew.org

Megumi Kurata (JCFN* Associate Staff)
734-717-5542
mkurata@jcfn.org
*JCFN = Japanese Christian
Fellowship Network – they help
returning Japanese connect with
a church in their area of Japan.

ST.MATTHEW CHURCH 에 관하여

누구든지 우리예배와 기타 활동에 오는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참석시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St.Matthew 는 매주 일요일 아침 8:15, 9:40 (본당에서 전통예배) 그리고 11:00 am 에
(체육관에서 현대식 예배).
주일에 어른 성경공부와 어린이 주일학교가 9:40 a.m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교회에서 보여지는 관습과 상징에 대해 당신에게
말해주는것을 기뻐합니다.
당신의 미국친구나 사무실로 와서 우리에게 물어봐 주십시요.
우리는 일어와 한국어, 기타 다른 언어로된 성경책과 비디오 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튜교회는 기독교 교회입니다. 몰몬교, Jehovah's Witness, Aum Shinrikyo, or the Unitarian 교회 하고는 아무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임들에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시다면 ,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