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 FairfaxCount 
PUBLIC SCHOOLS 

y 
2도 ENGAGE • lNSPlRE • THRlVE 

KOREAN  

CTE (직업 및 기술교육 ) 여름 캠프 

과학 기술 모험 캠프 (Tech Adventure Camp) 또는 CTE 여름 아카데미 (CTE Summer Academy) 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CTE 여름 캠프 프로그램에 자녀를 등록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다음 사항에 

동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험실 안전 수칙, 디지털 자원의 사용 및 음식에 관한 지침. 이러한 규칙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은 안전 주의가 필요한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험실 안전을 위한 동의서 

교사의 승인하에 학생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도구와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실과 실험실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각 학생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 수칙의 엄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 사용하는 모든 

도구 및 장비에 대한 안전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 적절한 안전 절차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학습 기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실험실에서는 언제나 보호 안경을 착용할 것

2. 헐렁한 옷은 벗거나 조이고 소매는 팔꿈치 위로 올릴 것

3. 실험실에서는 발가락을 덮는 신발을 착용할 것

4. 교사가 지정한 보호 복장을 착용할 것

5. 긴 머리는 뒤로 묶거나 필요한 경우 모자를 착용할 것

6. 기계 안전 수칙에 따라 장신구는 착용하지 말 것

7. 날카롭고 끝이 뾰족한 도구는 아래로 향하게 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향하지 않도록 멀리하여

운반할 것

8. 사용법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장비는 사용하지 말 것 ; 정확한 사용법을 모를 때에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9. 도구와 재료들은 작업을 마치자마자 해당 장소로 반납할 것

10.게시된 모든 도구 , 기계 및 안전 지역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

11.오직 교사가 지시하고 승인한 장비만 사용할 것

12.안전하지 않은 상태 , 손상되고 무딘 도구들은 즉시 교사에게 보고할 것

13.심각성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는 즉시 교사에게 보고할 것

14.말을 걸거나 또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을 방해하지 말 것

15.실험실에서 뛰고 , 물건을 던지고 , “거칠게 밀고 때리는 장난 ”, 불필요한 소음을 내는 것을 삼가할 것

알림: 교실 및 실험실 구역에 있는 도구들로 인해 캠프에서 싸움을 하는 학생은 캠프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모든 도구는 무기로 간주됩니다 ! 퇴학을 받게 되면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LS-CTE-Agreement Form 



 

   

 

             

            

             

     

 

            

              

               

              

            

 

          

            

              

             

              

             

 

 

             

          

             

           

   

                

        

 

      

 

            

  

 

디지털 자원의 사용 

이 서신은 가족교육권리 및 사생활보호법 (FERPA) 에 따라 디지털 도구/기기들을 사용할 때 FCPS 가 학생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여러분은 자녀가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 아래 열거된 FCPS-승인 온라인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는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사용합니다 . 학생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FCPS 가 공급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 FCPS 는 공급 업체가 계약에 포함된 기밀 유지 동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 FCPS 는 모든 교육 도구 공급 업체와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 많은 유용한 교육 도구는 서비스 약관 (TOS) 이 적용되며 무료 및 유료 도구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번 학년도에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원들 가운데 일부는 학부모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 

교사들은 CTE 여름 캠프의 FCPS 디지털 생태계 도서관 (https://del.fcps.edu/)에 있는 디지털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도구들 가운데 일부는 학부모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도구들은 FCPS 학습 모델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되었으며 FCPS 는 학생 정보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동일한 기술 

평가를 수행합니다 . 이러한 제품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여러 기능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녀의 교육 기록의 

특정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 여기에는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의 학생의 권리와 의무 (SRR) 에 지정된 개인 

신상 정보 및 각 애플리케이션에서 제작한 모든 학생의 작업 /과업이 포함되나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사용할 특정 도구에 대한 정보는 Beth Mehr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목록에 또 다른 도구가 

추가되고 학부모의 허락이 필요한 도구들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 또한, 

FCPS 는 어떠한 개인 정보도 수집 , 사용 또는 공유하지 않는 디지털 도구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학생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FCPS 의 확약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 

https://www.fcps.edu/resources/technology/digital-citizenship-internet-safety/digital-privacy-fcp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승인된 모든 디지털 도구들의 목록은 공급 업체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및 기타 유용한 정보에 대한 

링크가 있는 FCPS 디지털 생태계 도서관 (https://del.fcps.edu/)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이러한 허가는 여름 학습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만료됩니다 . 

CTE 여름 캠프에 자녀를 등록하시는 것은 FCPS 가 승인한 디지털 도구를 자녀가 사용하도록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https://del.fcps.edu/
https://www.fcps.edu/resources/technology/digital-citizenship-internet-safety/digital-privacy-fcps
https://del.fcps.edu/
https://del.fcps.edu/
https://del.fcps.edu/


 

   
 

             

           

              

  

 

            

           

             

    

 

             

           

              

            

             

   

 

       

음식에 관한 동의서 

일부 수업에서 학생들은 요리학을 탐구할 수도 있습니다 . 프로그램 등록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음식 관련 염려 사항에 대해 언급하도록 요청받으실 것입니다 . 자녀를 프로그램에 등록함으로써 , 

여러분은 음식 알레르기 또는 음식 민감성과 관련된 질문이나 염려가 있을 때 요리 교사가 여러분에게 

연락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 

강사는 공유된 정보를 사용하여 음식 알레르기 증상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메뉴를 계획할 것입니다 . 

유감스럽게도 저희는 자녀가 알레르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 )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와 함께 알레르기에 대해 논의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음식도 자녀가 

섭취하지 않도록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 

CTE 여름 캠프 프로그램에 자녀를 등록하시는 것은 실험실 안전 및 음식에 관한 지침에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또한, 여러분은 자녀가 교실에서 안전 주의가 필요한 도구 및 장비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 등록 절차 완료는 여러분이 실험실 안전 수칙 및 요리 규칙을 자녀와 함께 

검토하였으며 추가의 안전 조치가 필요한 도구와 기계를 자녀가 사용하리라는 것을 이해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 알레르기 또는 음식 민감성과 관련된 질문이나 염려가 있을 때 요리 교사는 여러분에게 

연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질문은 CTE 교육 전문가인 Beth Mehr 에게 이메일 (bgmehr@fcps.edu) 또는 전화 (571-423-4161)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mailto:bgmehr@fcps.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