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0일, 2018

학생, 학부모/보호자께,
Pleasanton Middle School은 2018 년 9월 10일 시작되는 Pleasanton 중학교 학업 및 학습 지원 (Study & Learning
Assistance Hour)시간에 학생들을 초청합니다. 세션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3시 15 분부터 4시 15분까지 개최됩니다.
Pleasanton 중학교 도서관에서 자격을 갖춘 교사와 고등학생은 숙제, 개념 검토 및 다양한 콘텐츠 영역에 필요한 실습을
도와줍니다.
우리의 목표는 학생들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것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후 학습에 집중하고 전념 할것을 요청합니다. 필요에 따라 교과서와 컴퓨터를 도서관에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긍정적인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학습에 도움이되는 환경을 제공하고자합니다.
학습 및 학습 지원 시간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학교의 기대에 따라야합니다 :
1.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조용히 공부하십시오.
2. 집중력을 유지하고 생산적인 시간을 가지십시오.
3   도서관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마십시오.
4. 교사의 허가를 받고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물을 마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도서관에 있어야합니다.
5. 학습 지원 세션에 도착하면 로그인하고 퇴실하면 로그 아웃하십시오.

6. 크롬북은 학업 목적으로만 사용될수 있으며 교사의 허가가있는 경우에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게임은허용이 안됩니다
7. 대부분의 학생들은 규칙을 따릅니다. 그러나 규범을 따르지 않는 학생은 학습 시간 및 학습에 참석

할 수있는 특권을 상실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 보호자에게 연락이 취해지고 학교규칙에 의해 처리될것입니다.
 8.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이므로 학생이 캠퍼스를 떠날 때까지 휴대 전화 규칙이 계속 적용됩니다.

주어진 이 배움의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 참석하는 학생들을 만나길 고대하며 우리는 귀하의 교육 여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수있도록 돕겠습니다.
.
Sincerely,
교장 Jill Butler, Ed.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저/우리는 Study & Learning Assistance Hour의 규칙과 기대 사항을 읽고 이해했습을
인정합니다
학생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
부,모/보호자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
부모님 /보호자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 오후 4시 15 분 전에 학생이 끝나면 학습 및 학습 지원시간을 종료 할수 있습니다. (시간이 끝나기전에
학생이 귀가하기를 허락하시면 위의 난에 체크하십시오.)

학생 ID# ______________

PLEASANTON UNIFIED SCHOOL DISTRICT
STUDENT TUTORING 승인서
이 양식은 튜토링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합니다. 첫번째 세션에 참석 한후, 양식에 학부모/보호자 서명이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이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학생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년: __________________
목적지와 목적: Pleasanton Middle School, Extended Day Tutoring
Date(s) of Trip: 월요일 부터 목요일까지(시작날짜 9/10/18)
시간:3:15 - 4:15 PM

PMS 도서실 출발 시각: N/A

돌아오는 시간: N/A

교통 수단: N/A 스탭 스폰서: Dr. Jill Butler, Pleasanton Middle School 교장
의료 보험 회사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룹 / 커버리지 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승인
교육법 35330 조항을 주시하십시오. 이법에는 "견학에 참석하는 모든이들은 부상, 사고,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한 이유로 교육구 또는
캘리포니아 주에 반대하는 모든 법적요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고 부분적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보호자는 현장 학습 /과외 활동을 인정함으로써 학생의 현장 학습/과외 활동 참여가 엄격히 자발적이며 필수 출석이 아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합니다.

현장 학습/개인지도 규정:
1.학부모 / 보호자에게 사전 서면 허가가 부여되지 않는 한, 학생은 출발시와 동일한 형태의 교통 수단을 통해 학교에 도착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교육을하는 동안 모든 규칙을 준수해야합니다.

2.학생들은 모든 해당 학교 규칙을 준수해야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학이나 퇴학까지 포함한 징계를 받아야합니다.
3.규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미래의 개인 교습의 기회를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4관리자(Administrators) 및 교사는 튜터링 시간중 학생들애게 규칙 및 안전성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본인은 해당 교육구에 제출 된 모든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이 최신임을 증명합니다. (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하는 경우 학교 사무실에 오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_____________
날짜

본인은 위에 열거 된 모든 규정을 읽고 이에 동의합니다.
학생 싸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보호자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쎌폰#: 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