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견학에 대한
학부모 허가 및 위험 가능성에 대한 인지
(이 양식과 첨부된 견학 설명서는 견학시마다 작성되어야 함.)

중요한 지시사항들: (1) 매 견학시마다 한 장의 양식을 작성, (2) 양식의 상반부인 학교용을 작성, (3) 각 학생당 한장의 사본을 만듬, 그리고
(4) 학부모와 학생의 서명을 위해 사본 한 장을 가정으로 보냄.
견학일(들)

목적지

목적
감독 (한곳에 표기)

 견학내내 성인들이 직접 학생들을 감독할 것임.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견학 기간중 성인들이 직접 학생들을 감독할 것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용

제공될 교통편 (적용되는 모든 곳에 표기)

 도보

 학교버스

 상업용 운송차

 대여 자동차

 카운티 자동차

 해당 사항이 없음

 개인용 자동차

개인용이나 대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해당되는 모든 곳에 표기)

 학생

 학부모

 교사나 교직원

 기타 성인

자동차 종류 (해당되는 모든 곳에 표기.)

 승용차

 벤 (10 명이나 미만의 사람이 탈 수 있는)

 SUV

 기타 ____________________
(자세하게 기재)

관련된 위험 (해당되는 모든 곳에 표기)

 수영장

 놀이공원이나 테마 공원

 해변이나 바다

 기타 _________________
(활동을 기재)

에피네피린을 비축 (한 곳에 표기)

 이 견학중에 이용할 수 있을 것임

 이 견학중에 이용할 수 없을 것임

학생 동의서
이 견학에 참여하는 동안, 나는 바른 행동과 외관을 유지하는 책임을 다할 것이며, 언제든지 지시를 따를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가정용

학부모의 허가 및 위험 가능성에 대한 인지
견학에 참석하는 것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닌 자발적인 것이며 나의 자녀가 어떤 위험 (들) 에 노출 될 수도 있음을
이해합니다. 나는 또한 이 견학은 놀이공원 활동을 포함할 수 있으며 놀이공원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녀가 상해를 얻거나 죽음에
이르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도 이해합니다. 나는 첨부된 견학에 관한 설명을 읽었으며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계획된 견학
범위까지 자녀가 참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나는 또한 이 견학의 참여는 학교 소유지를 떠난 다른 곳에서의 활동을 포함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Fairfax 카운티 교육 위원회, 또는 직원들이나 자원 봉사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의 상태나 사용에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학부모의 허가 (해당되는 모든 곳에 표기)

 이 견학에 포함된 모든 활동에 참여.
 놀이 공원과 테마 공원 활동을 제외한 모든 견학 활동에 참여.
 물과 관련된 활동을 제외한 모든 견학 활동에 참여.
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가 이 견학에 참여하도록 허락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의 서명

날짜

중요한 주의 사항: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FCPS)는 FCPS 가 취소한 견학을 위해 학생들이 미리 지불한 견학 비용 (예, 프로드웨이쇼,
교통비, 호텔비)에 대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다시 상환해주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의 견학을 허가하는
서명을 하기전에 또는 견학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설명된 상환금 정책을 포함하여 여행사나 상업용 운송회사의 게약서들을 잘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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