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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 [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년: __________  

어드바이저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견학 일자: 2019년 10월 13일 일요일 

출발 시간: ____________________ 

도착: 행진 후 행사 장소에서 해산합니다.  

목적지: March United for Public Schools(맨해튼 Foley Square에서 Brooklyn Bridge를 건너 브루클린 

Borough Hall까지) 

교통편: NYC 대중 교통 

식사 안내: 학생들은 각자 먹을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실 물을 가져오십시오. 

여행 목적: March United for Public Schools 참가 

 

일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에서 모여 행진이 시작되는 맨해튼의 Foley Square(Centre 

Street과 Worth Street)로 이동합니다. 행진의 도보 시간은 약 60분으로 예상됩니다. 행진 체크인은 오전 

8시부터이며 행진은 오전 9시 시작합니다. 실제 도보 시간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작 및 종료 시간은 추후 결정될 것입니다.  행진은 Brooklyn Borough Hall에서 종료하며 여기에서 

학생들의 공연, 음악 및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행사는 오후 2시 종료하며 행사 장소(브루클린의 Borough 

Hall)에서 해산합니다. 

 

복장: 더운 날씨에 적합한 복장과 편한 워킹 슈즈를 착용하십시오. 선블록 사용을 권장합니다. 

 

학생 품행: 교육청 정책 및 학생 핸드북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 규칙 및 규율을 준수하고 교사 및 기타 

교직원의 안내를 따르도록 기대됩니다.  

 

 

학부모 동의:  

저는 제 자녀의 March United for Public Schools 참여에 동의합니다.   

 

공공 행사이므로 저는 NYC 교육청에 자녀의 March United for Public Schools 참여와 관련한 청구, 책임 및 

손실에 대해 책임을 면제합니다.  

 

저는 자녀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고 학교의 규율 규정 및 정책을 따르고 NYC 교육청 및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 모든 규칙, 규정,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기대됨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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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알콜 음료, 무기 및/또는 불법 약물을 소지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것을 제 

자녀에게도 숙지 시켰습니다. 만약 제 자녀가 이러한 금지 약물/물품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제 

자녀는 교칙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며, 기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제게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저는 부상 또는 질병 등의 응급 상황에 학생들을 인솔한 교직원이 저를 대신해 제 자녀의 의료적 처치를 

위해 행동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제가 부담할 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상기 명시된 출발 및 도착장소까지 제 자녀를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것은 제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녀가 학교에서 행진까지 이동할 때와 행진할 때 교직원에 의해 인솔되며 행사 

장소에서 해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진 공개 규정 

 예 저는 DOE에 사진 촬영 및 사용을 허가합니다. 

 아니요 저는 DOE에 사진 촬영 및 사용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보호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 

비상 연락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동의란: (중학생 및 고등학생 서명) 

저는 본 양식을 모두 읽어 보았으며, 견학/여행 시에도 평소 교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 


	School Name: School Na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