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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 13 일부터 17 일에 있는 미국 교육 주간(American Education Week)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교육 주간은 저희 학생들과 학교의 성취도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목적으로 매년 각 지역 사회
안에서 열리고 이 주간은 자녀 교육의 일환으로 학부모 참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자녀의 학교와 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미국 교육 주간 동안 여러분 자녀 교육의 구성 요소가 되시는 여러분을 모시게 되는 기쁨과 함께 저희는
또한 학교 안전과 학습 환경의 방해 최소화를 엄격하게 실행하는 것에 초점을 열심히 맞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첨부 되어 있는 승인된 방문자 양식을 작성하셔서 11 월 7 일 화요일까지 귀 자녀의 학교로
돌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양식은 미국 교육 주간 동안 자녀를 방문하고 참관하는 것이 허락되는
모든 방문자들의 명단을 귀 자녀의 학교에 제공하게 됩니다. 본 양식의 작성은 여러분 자녀의 학급
방문을 허락 받는 방문자들을 위해서 요구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만약 방문자가 여러분 자녀의 학습
참관을 위해 학교에 방문했으나 명단에 기재 되어 있지 않다면, 미국 교육 주간 방문 참여를 허락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가 방문하고자 하는 귀 자녀의 비상 연락처 양식에도 기재되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승인된 방문자 명단에 본인을 포함시키십시오. 비상 연락처 양식은 승인된 방문자 양식으로 대체 될 수
없습니다.)
미국 교육 주간 중 유익한 학습이 본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문자와 관련된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저희는 모든 방문자들이 아래의 가이드 라인을 따라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모든 방문자는 21 세 이상이어야 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행사가 진행 되는 귀
자녀의 학교에서 탁아 서비스 제공을 사전에 약속 드리지 않은 경우, 여러분 방문에 있어 어린 자녀의
동반은 불가합니다.
-모든 방문자는 학교에 들어 오시기 앞서 교무실에 들리셔서 출입 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The Wicomico County Board of Education does not discriminate in admissions, access, treatment, or employment in its programs and activities
on the basis of race, sex, sexual orientation, marital status, color, gender identity and expression, national origin, creed, religion, age,
ancestry, genetic information, or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휴대 전화는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십시오. 교내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퇴실해야 합니다.
-방문자는 승인된 방문자 양식에 허가된 자녀의 학급에 한하여 방문이 가능합니다.
-교실 방문 동안에는 외부 음식 및 음료의 반입은 금지됩니다.
-교내에서는 모자와 겉옷을 벗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에서 떠나실 때는, 항시 건물 내에 어떤 방문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사무실(the front office)에
출입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 가이드 라인에서 볼 수 있듯이, 와이코 미코 카운티 공립 학교는 안전한 학습 환경을 계속 유지하면서
학부모 및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미국 교육 주간에 자녀를 방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승인된 방문자 양식을 완성하여 11 월 7 일 화요일 이전에 귀 자녀의 학교 사무실 직원에게 다시
보내 주시면 11 월 13-17 일에 있는 미국 교육 주간 동안 즐겁고 생산적인 방문이 될 것을 보장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양식이 귀 자녀의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방문자들은 여러분 자녀의 학교 방문이
승인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onna C. Hanlin, Ed.D.
교육감

Wicomico County Board of Education
AMERICAN EDUCATION WEEK ( 11 월 13-17 일)
승인된 방문자 양식

학생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학년: _____________

학부모님/ 보호자분께 : 미국 교육 주간 참석을 위해 본 양식을 작성하셔서 11 월 7 일 화요일까지 여러분
자녀의 학교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된 방문자 성명

학생과의 관계

1.
2.
3.
4.
5.
저는 본 양식의 방문자 명단에 기입된 사람만이 11 월 13 일에서 17 일에 있는 미국 교육 주간 동안 귀
자녀의 방문이 허락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미국 교육 주간을 위한 가이드 라인은 모든 방문자에게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이드 라인은 등록하는 장소와 학교 웹사이트에서 명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성함(영어 대문자로 적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님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