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wland Unified School District

여름 예술 아카데미
3 주간의….
미술..댄스..음악..드라마..요리!
2019 년 6 월 10 일-28 일
오전 8 시 – 오후 3 시
어린이 돌보기 -오전 7 시 30 분– 8 시
& 오후 3 시-4 시

2019 년 8 월에 1-8 학년
되는 학생

미술 - 반 고호! 마티스! 모네! 당신의자녀가 다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세션에서는 뎃상과 페인트을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개별적인 예술 기술을
탐구하고 개발합니다.

드라마 - 자녀의 개성이 드라마를 통해 빛을 발합니다!
학생들은 내면의 배우를 찾고, 상상력을 발휘하며, 공동
작업을 통해 스킷과 장면을 통해 이야기를 전합니다.

댄스 - 누가 리듬을 가지고 있고 박자에에 맞추어
걸어가는가? 댄스 수업은 생동감 넘치고 창조적인 댄스
루틴을 통해 학생들에게 강한 운동 감각 인식과 강한
운동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기르도록 합니다.

노래부르기

-

자녀가 차 안에서 또는 자유 시간에

노래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학생들은 자신의 보컬

$400 프로그램램 비용
$10.00 신청비용 ($410.00)
형제들일 경우$50.00 할인
점심, 티셔츠와 모든
자료포함됨!

재능을

탐색하고

앙상블

노래를위한

자연스러운

가창력을 개발할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있습니다!
자세한한 문의는(626) 965-2541 로 하십시오
등록은:
Rowland USD
주소: 1830 Nogales Street, Rowland Heights, CA
91748
시간: 8:00am-4:00pm, Monday - Friday
팩스: 626-854-8521
이메일: summerarts@rowlandschools.org

기본 정보
출석:
여름 예술 융성 캠프는 3 주밖에 되지 않고, 캠프의 마지막에 학생들이 공연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출석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제시간에 도착해서 수업을 듣도록 하십시오.
어린이 돌보기: 캠프일 전후에 선택적어린이 돌보기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이 프로그램들 중 하나에 참여할지 여부를
확인하라. 사전 통지를 통해 우리는 이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오전 : 아침 7 시 30 분에서 7 시 50 분 사이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부모들은 주차하고 서명될 MP 룸까지 학생들을
바래다 주어야 할
것임
오후 : 캠프 후 남은 학생들은 해직 구역으로 나가지 않고 도착할 때까지 MP 방에 남아 있을 것이뮤. 방과 후 돌보기시설
픽업은 오후 3 시 30 분부터 시작함. 차를 주차하고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는 MP 룸으로 직접 가야함. 학생을 픽업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제공해야 하며, 여름 예술 지원서에 비상 연락처로 기재되어야 함.
의복 / 신발 : 어린이들은 놀이, 댄스, 미술 및 바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옷을 입어야함. 활동 중 안전을 위해 모든
학생들은 항상 앞이 막힌 신발을 착용해야함.
징계 : 학생들은 긍정적인 행동 분위기와 보상 시스템의 혜택을 받게 됨.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들은 집으로
보내진 문자 메모를 들을 수 있음. 반복적으로 파괴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종료해야함.
하교 : 오후 3 시에 집에 가는 학생은 바로 주차장으로 픽업할수있도록 나갈 수 있음. 오후 3 시 10 분까지 픽업을받지 못한
학생들은 동보기 프로그램으로 돌아감. 그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은 주차하고 MP 방으로 걸어 가서 직접 학생을 데려
가야함. 부모님이 3 시 10 분 이후에 도착하면 운전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해야하며 여름 예술 응용 프로그램에 긴급
연락처로 기재되어 있어야함.
조퇴 : 일찍 픽업 해야 하는 학생들은 MP 룸을 통해 서명해야함. 학생을 데리러 오는 사람은 운전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해야하며 여름 예술 응용 프로그램에 비상 연락처로 기재된 사람에 한함.
분실물 : 자녀의 점심 도시락, 재킷 또는 의류 품목에 반드시 라벨을 붙여야함. 매년 우리는 우리가 지역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많은 미 청구 품목을 보유하고 있음.
점심 시간 : 매일 점심 시간이 있음.. 학생들은 학교 점심을 먹거나 집에서 점심을 가지고 올수있음. 여름 점심 프로그램
기간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식이 요법을 이용할 수 없음. 전자 레인지 및 냉장고는 학생이 사용할 수 없음. 학생의 점심을
포장 할 때 그에 맞게 계획하십시오.
약물 치료 : 학부모는 약물 복용, 현재 복용량 및 주치의의 이름 등 학생이 매일 약물 치료를 요구할 때 학교 직원에게
통보해야함. (EC 49480)
처방전 및 / 또는 처방전없이 구입할 수있는 의약품의 관리
교육구는 특정 학생이 수업일에 처방전 및 / 또는 처방전없이 구입할 수있는 약을 복용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인정함. 학교
간호사나 다른 지정된 교직원이 그러한 학생을 치료할 수 있음.
서명 된 의사의 의약품 추천서 양식은 반드시 자녀의 담당 의사 나 공인 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작성해야함. 처방약은
처방 약병을 교직원에게 제출해야하며 주어진 시간과 복용량을 포함해야함. 처방전없이 구입할 수있는 의약품에는 반드시
아동의 이름이 적혀 있고 원래의 포장 또는 병약을 학교 직원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은 언제든지
어떤 유형의 약물도 휴대 할 수 없음. 여기에는 기침 물약, 인후통, 감기약, 타이레놀 또는 통증 완화제, 알레르기 약품 등이
포함 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공연 : 갤러리와 공연의 밤이 2019 년 6 월 27 일 목요일에 개최됨. 모든 학생들은 재능을 선보일 예정임. 자녀가 참석할
수없는 경우 Summer Arts Academy Camp 코디네이터인 Brooke Reynolds 에게 연락주십시오.
쉬는 시간 : 학생들은 오전과 오후에 쉬는 시간을 갖음. 자녀에게 간식을 보내 주어도 됨

Rowland 통합 교육구 여름 예술 아카데미
등록 양식
학생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____________________ 나이________ 학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남 □여

8 월에 될 학년 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__________________________

짚코드 _____________

어머니 성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핸드폰 #_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 #_____________________
아버지 성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핸드폰 #_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 #_____________________
어머니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버지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응급시 연락처/픽업 승인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

Pick Up: 나의 자녀는:

□ 수업후 픽업함 (Picked Up)

□ 집으로 걸어옴 (Walk)

□기타 (Other)_______________________

Allergies: 학생은 음식, 꿀벌 또는 기타 다른것에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예일 경우, 자세한 설명하세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ealth Problems: 학생은 학교에서 특별한주의가 필요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예일 경우, 자세한 설명하세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녀가 계속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예일 경우, 자세한 설명하세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에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부모는 RUSD Medication Form 을 작성해야 합니다.
Photo Release: 사진자료 유포:
□ 예 □ 아니오 -교육 구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녀의 사진, 비디오 또는 오디오를
찍을 수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항목들이 지구의 준비된 보도 자료, 슬라이드 프리젠 테이션, 브로셔,
출판물, 방송 또는 인터넷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부모의 책임 : 강사는 수업 시간을 초과하여 머물러야 하거나 지정된 수업 시간을 초과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질 수
때문에 학부모는 자녀를 픽업을 정시에 해야합니다.
응급 치료를위한 허가 : 응급 상황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 나는 주치의의 최선의 판단에서 검사, 엑스레이, 마취, 의료,
외과, 치과 치료 또는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동의하며, 외과 의사 또는 치과 의사는 통증 완화 및 / 또는
생명 및 / 또는 건강 및 복지의 보존을 위해 기존의 비상 사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명 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아래 서명자가 지불해야합니다.
사고로 인한 침해 및 배상 책임 : 본인은 특별 행사, 견학 및 리사이틀을 포함하여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녀들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데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부상이나 위험을 없애기 위해 모든 예방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본인이나 자녀가 다쳤을 경우, 본인은여름 예술 아카데미 직원과 롤랜드 통합 학군에 대해 상기 명명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합니다.
본인은 위의 통지서를 읽었으며,이를 이해하고, 약관을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이로써 위의 확인 된 활동에
자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Parent Volunteer: 학부모 자원 봉사자 : 우리는 자원 봉사를 원하고 일상적인 교실 활동, 준비 및 수행 소품을
돕고자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 자원 봉사를하고 싶습니다. 전화주세요 (전화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싸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시_______________________

여름 예술 아카데미 신청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접수 된 등록 신청서 :
Rowland USD, Ed. Services Office
주소:
시간:
팩스:

1830 Nogales St. Rowland Heights, CA 91748
월 – 금, 오전 8 시-오후 4 시
이메일: summerarts@rowlandschools.org

626-854-8521

자녀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녀 성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선택 프로그램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방과 전후 프로그램:
□ AM 오전 어린이 돌보기(오전 7 시 30 부-8 시)
□ PM 오후 어린이 돌보기 (오후 3 시-4 시)
학교 생활이 끝나면 PM 오후에 등록한 자녀들은
오후 3 시 15 분부터 픽업이 가능합니다

포함
포함

□ 무료 학교 점심 프로그램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특별식이 요법 요청 / 필요가 제공되지 않음)

포함

점심

T-셔츠 사이즈:

총 가격:
지불 방법:
□ 현금

□ 어린이 Small
□ 어른 Small

□어린이 Medium □어린이 Large
□어른 Medium □어른 Large □어른 X-Large

여름 예술($400.00) + 신청비 ($10.00)

□ 수표 #________

□ Visa/MasterCard/AmEx

$410.00

영수증 # (Receipt #) ________________________

Acct.# ________ - ________ - ________ - ________

CVC# ______________

카드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p. Date ______/______
싸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표를 다음으로 송금하십시오 : Rowland Unified School District (RUSD). 각 어린이 당 $ 10.00 (환불 불가)
신청비가 부과됩니다. 반환 된 모든 수표에는 $ 25.00 의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환불 정책 : 프로그램이 Rowland 통학 교육구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한, 환불이 없으므로 주의 깊게 계획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