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학부모/후견인을 위한 정보 서식 샘플
학부모 보관용

Korean (한국어)

수학 여행/학교 캠프 이유

진행될 활동들

날짜 (기간)

비용

장소

교통편

일정표
장소

도착

출발

수학여행 중 학생 연락 마련

제공될 감독 (지도)

수학여행 중 사고나 질병 발생시 교사의 조치

필요한 특별 의복 또는 다른 품목
주의:
수학여행에서 학생들을 인솔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그들의 책임 하에 있을 동안에 학생들을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생들의
행동과 활동들을 통제 관리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학부모/후견인들은 수학여행 중 발생할 수도 있는 부상
또는 재물 손괴에 대하여, 모든 정황에서 교사가 태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사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룻밤 숙박하는 수학여행이 아닐 경우, 부상 또한 질병에 결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책임은 학부모/후견인에게 있습니다.
학교 캠프/수학 여행의 보험 약관(정책)은 숙박을 하는 승인된 캠프/수학 여행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보험 약관은 학생들에게 최대
$10,000 까지 의료 및 부가 비용에 대하여, 메디케어 (Medicare) 또는 개인 건강 보험이 이러한 비용들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 보상을
합니다.
학부모들은 준비하는 교직원들에게 예정된 수학여행 출발 훨씬 전에 자녀들의 건강과 몸상태에 어떤 변화든지, 적절한 감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직원은 학생을 위해 의료적 검사 및 치료가 마련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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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INFORMATION FORM FOR PARENT/GUARDIAN
To be retained by parent
REASON FOR EXCURSION/SCHOOL CAMP

ACTIVITIES TO BE CONDUCTED

DATE(S)

COST

LOCATION

TRANSPORT ARRANGEMENTS

ITINERARY
Location

Arrive

Depart

STUDENT CONTACT ARRANGEMENTS DURING EXCURSION

SUPERVISION TO BE PROVIDED

STAFF ACTION IN CASE OF ACCIDENT OR ILLNESS ON THE EXCURSION

SPECIAL CLOTHING OR OTHER ITEMS REQUIRED

NOTE:
Staff accompanying students on excursions will take all reasonable care while the students are
in their charge to protect them from injury and to control and supervise their behaviour and
activities. Parents/guardians should be aware that staff members are not responsible for injuries
or damage to property which may occur on an excursion where, in all circumstances, staff have
not been negligent.
In the case of excursions not involving an overnight stay, costs incurred as a result of accident or
illness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parent/guardian.
The school camp/excursions insurance policy applies for approved camps/excursions involving
an overnight stay. The policy covers students to a maximum of $10,000 for medical and
ancillary expenses where Medicare or private health insurance does not cover these costs.
Parents are required to inform the organisers well before the scheduled excursion departure of
any change to their child’s health and fitness so that appropriate supervision may be arranged.
Where it is considered necessary, school staff will arrange medical assessment and treatment
fo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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