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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C’s Summer Day Camp 
(SDC) 

 아래에 참여하실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날짜에 표시해 주십시오. (모든 오리엔테이션은 KYCC

Wilton Site 에서 열립니다. – 680 S. Wilton Place, Los Angeles, CA 90005)

�  6월 5일 화요일 (6:15-7:15 PM) 

�  6월 11일 월요일 (6:00-7:00 PM) 

 완성된 원서 (다음 서류들을 모두 작성하시고 해당되는 모든 면에 서명을 하셔야 원서가 완성된 것입니다.):

�    KYCC 2017-2018 원서

�    KYCC 2017-2018년 의료 비상시 기권서

�   현장 학습 및 소풍 허가서 

�   Cedar Sinai Healthy Habits 허가서 

�  Initial 과 서명된 학부모 안내서 

�    매주 내실 경우: 등록비 $25 + 디파짓 $351첫 주와 마지막 주);
캠프 첫 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주의 학비($135)를 내셔야 합니다.; 

 형제(들): $25 + $316 (매주 $121) 
   �   두 번으로 나눠 내실 경우: 등록비 $25 + 6월 13 -7월 6일 학비인 $490; 

두번째 분할분($490)은 7월 6일 금요일까지 내셔야 합니다.; 

형제(들): $25 + $441 (두번째 분할분: $441)  

  �                          한 번에 내실 경우: 등록비 $25 + $950 (6월 13일- 8월 3일) ; 

      형제(들): $25 + $855 

 학비 6/4/18까지 (아이의 등록비에는 SDC 티셔츠 2 장값과 현장학습/견학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등록 원서 체크 리스트 

Heather Jun
Wilton Youth Services Supervisor
Koreatown Youth & Community Center
E: hjun@kyccla.org | P: (213) 365-7400 ext. 5118

Danielle Joo
Elementary Program Lead
Koreatown Youth & Community Center
E: djoo@kyccla.org | P: (213) 365-7400 ext. 5623

 아이 티셔츠 사이즈: _______________

여분 티셔츠 (티셔츠 당 $10): _________________

장소: 라이즈 고향 중학교 
(302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날짜: 6월 13일 수요일 - 8월 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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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C 2017-2018 년 원서 
이 원서는 KYCC 센터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각 섹션을 철저하게, 서명 과 날짜를 기입하십시요. 

가장의 정보

이름: 성: 성별 (하나를 표시하십시요): 
남  여 

집 주소: 시: 

주: 우편 번호: 전화 번호:  집
 직장
 핸드폰

기타 전화 번호:  집
 직장
 핸드폰

총 가족 수: 촣 가족 수입: 
$ 

이메일 주소: 

인종 (하나를 표시하십시요): 

 아메리칸 인디안/알래스카 원주민
 아시안

 흑인
 하와이 원주민/다른 Pacific Islander
 백인
 기타

인종 (하나를 표시하십시요): 

 Hispanic/Latino
 Hispanic/Latino 아님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____________________ 

제이의 부모/보호자의 정보 

이름: 성: 성별 (하나를 표시하십시요): 
남  여 

집 주소 (가장의 집 주소와 다를 경우): 시: 

주: 우편 번호: 전화 번호:  집
 직장
 핸드폰

기타 전화 번호:  집
 직장
 핸드폰

인종 (하나를 표시하십시요): 

 아메리칸 인디안/알래스카 원주민
 아시안

 흑인
 하와이 원주민/다른 Pacific Islander
 백인
 기타

인종 (하나를 표시하십시요): 

 Hispanic/Latino
 Hispanic/Latino 아님

학생의 정보 

이름: 성: 

별명: 생 월/일/연도: 성별 (하나를 표시하십시요): 
남  여 

인종 (하나를 표시하십시요): 

 아메리칸 인디안/알래스카 원주민
 아시안

 흑인
 하와이 원주민/다른 Pacific Islander
 백인
 기타

인종 (하나를 표시하십시요): 

 Hispanic/Latino
 Hispanic/Latino 아님

학교: 2017-2018
학년: 

평균 성적 (GPA): 

자녀가 참여하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적어주십시요 : 

거주 상태 (하나를 표시하십시요): 

 집을 소유하고 있음
 임대
 가주하고있는 집 이 없음
 기타

가죽 관계 (하나를 표시하십시요): 

 싱글
 싱글 부모/여
 싱글 부모/남
 두 어른 가족/아이가 없음
 두 부모 가족

저희를 추천한 기관: 

 기관 및 다른 에이전시
 학교
 본인
 소문

집 주소 (가장의 집 주소와 다를 경우): 시: 

주: 우편 번호: 학생의 전화 번호 (집 전화 번호와 다를 경우):  집
 직장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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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 정보 (초등학생들에게만 해당됩니다) 

허락된 보호자 #1: 관계 (하나를 표시하십시요): 

 친구
 이모/고모
 할아버지/할머니
 보호자
 기타
 부모
 형제
 삼촌/이모부/고모부

주소 (가장의 집 주소와 다를 경우): 

시: 주: 우편 번호: 

전화 번호:  집
 직장
 핸드폰

위 사람을 
다음으로 
지정합니다: 

 비상시 연락 상대
 수위의 비상시 연럭 상대
 학생과 거주하고 있음

허락된 보호자 #2: 관계 (하나를 표시하십시요): 

 친구
 이모/고모
 할아버지/할머니
 보호자
 기타
 부모
 형제
 삼촌/이모부/고모부

주소 (가장의 집 주소와 다를 경우): 

시: 주: 우편 번호: 

전화 번호:  집
 직장
 핸드폰

위 사람을 
다음으로 
지정합니다: 

 비상시 연락 상대
 수위의 비상시 연럭 상대
 학생과 거주하고 있음

기타 정보 

저는 KYCC에서 제공하는 다음 서비스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육아 (2.5-5 세)    상담    재정 상담 및 도움    기타: ________________

특정한 아시안 인종 (하나를 표시하십시요): 

 Bangladeshi
 Bhutan
 Cambodian
 Chinese
 Filipino
 Indian (Asian)
 Indonesian

 Japanese
 한국인
 Lao
 Maldivian
 Mongolian
 Nepalese
 OTHER

 Pacific Islander
 Pakistani
 Sri Lankan
 Thai
 Vietnamese

승인 및 동의서 

의무적 보고 – 저는 KYCC의 모든 직원은 California주 법 에 따라,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육채적, 성적, 감정적 학대 혹은 방치를 당했다는 함리적인 
의심이 갈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한다는 것 을 이해합니다. 

책임 – 저는 제 자녀가 센터의 모든 장비를 사용하고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을 허락하며, KYCC의 직원의 관찰 아래 제 자녀가 센터외호 나오는 것 
을 허락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 저 자신, 제 상속인, 제 유언의 집행자 및 관리자를 대신해 공무상 또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KYCC, 그리고 그의 
모든 임원들, 관리자들, 직원들, 대표들, 그리고 봉사자들은 제 자녀가 KYCC 프로그램에 참여함과 관련된 모든 청구, 유구, 행위 또는 행위의 원인에 
책임이 없음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서명함은, 제가 이 원서에 속된 아이의 부모 혹/및 법적 보호자임을 인증한다는 뜻 입니다. 저는 이 서류를 상세히 읽었으며, 이 서류에 포함된 
정보를 이해함을 인정합니다. 저는 위 승인 및 조건들에 동의하며, 제 자녀가 KYCC의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 을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부모 혹은 보호자 서명: 
날짜: 

이름: 

미디어 기권 

가끔, 교육, 홍보, 또는 모금 활동을 위해 KYCC 프로그램 활동들이 사진, 영상, 또는 음성 녹음이 됩니다. 아래에 자녀 본인 혹은 자녀의 작품의 보상 
없이 영상, 사진, 또는 음성 녹음에 (예: 부로셔, 슬라이드 쇼, 또는 프로그램 웹 사이트) 사용되는 것에 허가를 표시해주십시요.  

___ 예, 허락합니다. 

___ 아니요, 저는 제 자녀가 사진 및 영상에 나오는 것 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모 혹은 보호자 서명: 
날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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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C 2017-2018 년 의료 비상시 기권서

이 서류는 KYCC 센터의 활동들에 참여함에 필수 서료입니다. 
아래 부분을 완정히 작성하신후, 서명하시고 날짜를 기록하십시요. 

학생의 정보

이름: 성: 별명: 

생 월/일/연도: 나이: 성별 (동그라미로 
펴시하십시요): 

남  여 

비상시 연락 상대

이름: 성: 

 어머님
 아버님
 보호자

전화 번호:  집
 직장
 핸드폰

기타 전화 번호:  집
 직장
 핸드폰

이름: 성: 

 어머님
 아버님
 보호자

전화 번호:  집
 직장
 핸드폰

기타 전화 번호:  집
 직장
 핸드폰

질병 혹은 비상시엔, 다음 사람들에게만 제 자녀의 픽업을 허락합니다: 

이름과 성: 관계: 전화 번호:  집
 직장
 핸드폰

학생의 의료 정보

보험 회사: 보험 증권 번호: 비상시, 제 자녀를 아래에 병원으로 이동하십시요 
(하나를 표시하십시요):  

 가장 가까운 병원

 다른 병원: ____________________

의사: 의사 전화 번호: 

알레르기 – 자녀가 음식, 약, 곤충, 기타등등에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예 (자녀의 알레르기를 적어주십시요): 

자녀는 학교에 IEP/504 Plan 이 있습니까? 

 No     Yes (Please provide a copy) 

건강 상태 – 자녀는 다음중에 진단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모든 것 에 표시하십시요) 

천식  예  아니요 간질/발작 장애  예  아니요

당뇨  예  아니요 잦은 편두통      예  아니요

심장 질환  예  아니요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 (ADHD/ADD)  예  아니요

청각 장애  예  아니요 만성 중이염  예  아니요

시각 장애  예  아니요 학습 장애  예  아니요

물리적 손상  예  아니요

“예”라고 답 하셨을 경우, 더 자세히 서명해주십시요: 

위에 있지 않은 건강 상태를 적어주십시요: 

자녀가 현제 복용하고 있는 약(들)을 저어주십시요: 

(자리가 모자랄 경우, 이 서류의 뒷면을 사용하십시요.) 

비상시 기권
만약, KYCC의 직원에 판단에 따라 위 아이가 부상 혹은 병에 결과로 즉각에 주의 혹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젔을 경우, 저는 x-ray 검사, 마취, 
의료적 및 수술 혹은 치과 진단 또는 치료를 인증하고 승낙하며, 위 아이에게 의료 및 치과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의 의사, 외과 의사, 혹은 치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위 아이에게 필요하다 역여지는 모든 주의 및 치료는 의료 직원이 직접 또는 의료 직원의 검찰 아래 행위되는 모든 주의 및 치료의 동의하며 
허락합니다. 

저는 KYCC (그리고 그의 모든 임원들, 관리자들, 직원들, 대표들, 그리고 봉사자들)은 위 아이가 받는 모든 주의 혹은 치료에 대한 책임이 그 어떤 이 에게도 
없다는 것 에 동의합니다. 저는 위 아이에게 주의 혹은 치료를 제공하기 전 에 이 서류의 서명자 또는 위에 적힌 보호자(들)에게 연락 시도를 하되, 연락이 안 
될 경우, 그 어떤 주의 및 치료도 보류하지 않을 것 을 이해합니다. 또한, 서명자는 위 행위에 모든 책임 (비용 지불을 포함한)을 져야함을 이해합니다. 

부모 혹은 보호자 서명: 날짜: 

이름: 



KOREATOWN YOUTH & COMMUNITY CENTER 
Youth Services Unit  
680 S. Wilton Plac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65-7400 
F: (213) 383-1280 
E: info@kyccla.org 

KYCC 의 2018 년 Summer Day Camp (SDC) 
현장학습 및 소풍 동의 및 허가서

KYCC SDC 에 참여하는 학생으로서, 제 아이는 아래에 표시된 현장학습 및 소풍(들)에 참여할 것입니다. 저는 KYCC SDC가 각 현장학습 및 소풍날에 
다음을 제공할 것을 이해합니다: 

• 차량비

• 입장료

• 식사 한 끼 
• 현장학습 및 소풍 내내 교사들 및 봉사자들을 통한 관찰과 관리감독

• 여러 활동과 학습 기회

저는 각 현장학습 및 소풍의 비용은 학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제 아이가 아래 날짜에 계획된 현장학습 및 소풍에 참여

를 취소해도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저는 제 아이가 아래 현장학습 및 소풍에 참여하지 않는 날에는, 모든 KYCC SDC 직원 및 봉사자들이 

4:00 PM 까지 학교를 비울 것이며, 제 아이는 4:00 PM 이후에 학교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아이가 현장학습 

및 소풍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캠프에 하루 결석을 할 경우, 그날의 학비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학생의 이름:  

집 주소:  

부모님/보호자님 이름 | 학생과의 관계:  

집 전화 번호:( ) - 핸드폰 번호: ( ) - 

비상시 연락자는 부모님이 아닌 다른 분을  지정해 주십시오. 

비상시 연락자 | 학생과 관계:  

집 전화 번호:( ) - 핸드폰 번호: ( ) - 

계획된 현장학습 및 소풍 날짜: 
날짜 해당되는 상자에 표시해 주세요 

금요일, 6 월 29 일 � 참석함 � 참석 안함 

금요일, 7 월 13 일 � 참석함 � 참석 안함 

금요일, 7 월 27 일 � 참석함 � 참석 안함

학생이 위 현장학습 및 소풍(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보호자님의 허가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정보를 읽고 서명해 주세요. 

 저는 제 자녀가 위에 표시된 KYCC SDC 현장학습 및 소풍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저는 제 자녀가 각 현장학습 및 소풍 중 항상 감독과 관찰을 받을 것이며, 
참여하는 내내 제 아이에게 지정된 교사가 있을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저는 제 아이를 KYCC SDC 로 데려오고 픽업하는 것은 제 책임임을 이해합니다. 저는 위 현장

학습 및 소풍과 관계된 제 자녀의 모든 손실, 손해, 혹은 부상에 대한 책임은 KYCC 및 그의 이사회, 그리고 직원들에게 있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제 자녀가 현
장학습 및 소풍 중 부적절한 (손해의 원인일 경우를 포함) 행동을 하거나, 활동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한다고 여겨졌을 경우, 제가 아이를 현장학습 및 소풍 장소에

서 즉시 대려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부모님/보호자님 이름 부모님/보호자님 서명 날짜 

KOREATOWN YOUTH & COMMUNITY CENTER kyccla.org 



6500 Wilshire Blvd., Suite 1260, Los Angeles, CA 90048
(323) 866-2987  ▪  healthyhabitsinfo@cshs.org

Consent Form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gree to have
Parent’s/Guardian’s Name

my chil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udent”) 
Child’s Name

participate in the Healthy Habits program at_KYCC_. As part of this program, my child will
receive instruction in the importance of eating healthy and physical activity. This is a voluntary
program sponsored by Cedars-Sinai Medical Center and I understand there is no charge for my
child’s participation.

Unless indicated below, I allow my child to eat the variety of healthy foods offered by this
program, which may contain dairy, fruit, vegetables, wheat or other glutens, peanuts and/or tree
nuts. I understand that my child will also participate in physical activity such as (but not limited
to) aerobic activities (e.g. jumping jacks, running, etc.), flexibility exercises (e.g. stretching, yoga,
etc.) and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s (e.g. squats). I represent that my child has no medical
condition that would prevent his/her full participation in the physical activities described and
allow my child to participate. I also knowingly and voluntarily waive any claim which may arise
against Cedars-Sinai Medical Center for any injury or damage that my child may sustain as a
result of participating in the Healthy Habits Program.

Check all boxes that apply to your child and specify any food restrictions in the space provided:

Food allergies:

Other dietary restriction/intolerance:

Physical activity restrictions or limitations:

X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
Parent/Guardian Signature Date



Form No: 11569 (06/16)

CONSENT FOR PHOTOGRAPHY, FILMING OR VOCAL RECORDING

I hereby consent to have my image, likeness and/or voice recorded or captured.

I understand that these recordings may be used by Cedars-Sinai, my caregivers, the news media 
or other general media for the purposes of communications, marketing, medical education and/or 
other purposes includ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I agree the photos or images specified above become the property of Cedars-Sinai or its 
representatives and I waive the right to inspect or approve such work. I agree this consent is given 
without promise of compensation. I further agree to release Cedars-Sinai from any right, title and/
or interest of any kind it may have in the information or images produced and any direct/indirect 
remuneration to Cedars-Sinai. I agree to release and forever discharge Cedars-Sinai, its directors, 
officers, agents, representatives, employees, physician(s) or any other person participating in 
my care from any and all claim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said inform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claims for invasion of privacy, right to publicity or defamation.

This consent does not cover the use/disclosure of health information. Use/disclosure of health 
information is addressed in a separate authorization. By signing below, I agree to the use or 
disclosure any personal likeness information specified in this consent form.

Signature of Patient, Parent, Legal Guardian or Representative Date

   Patient (or subject of photography/video/recording)  Parent, Legal Guardian or Representative

If this document was translated: 

Signature of Interpreter Language Date

PERSONAL INFORMATION:

Last Name First Name Middle Name 

Street Address 

City State ZIP 

Phone 1 Phone 2 Email 

Medical Record Number (if known) Date of Birth 

FOR CEDARS-SINAI USE ONLY

 Name of Marketing/Communications representative who oversaw completion 
of this form:

Name of Representative Date Form Completed

CS_CaptureLikeness_ConsentForm_v13.indd   1 7/7/16   6:4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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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C’s Summer Day Camp 

학부모 안내서 승인서 

저는 KYCC의 Summer Day Camp가 마련한 학부모 책자를 읽었고, 프로그램과 기관의 모든 정책들에 

동의합니다.   

1. 제 자녀는 다음 날짜에 결석을 할 예정입니다. (10일 혹은 2주 이하):

2. 제 자녀는 다음 날들에 규칙적으로 9 AM 이후에 프로그램에 도착할 것입니다. (도착 시간을 적어 주십시오.):

월 화 수 목 금 

3. 제 자녀는 다음 날들에 규칙적으로 5 PM 전에 픽업될 것입니다. (픽업 시간을 적어 주십시오.):

월 화 수 목 금 

4. 식단 선호도  (알러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이름 

부모님/보호자님 이름  부모님/보호자님 서명  날짜 

이 책자를 보관하고 싶으실 경우, 담당 교사에게 말씀해 주시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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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자녀가 KYCC의 Summer Day Camp (SDC)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자녀가 저희 프

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학부모님께서 프로그램과 기관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

야 합니다. 저희는 학부모님께서 자녀를 위해 최고의 프로그램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학부모님의 자녀, 

더 나아가 가족 모두를 위해 최고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KYCC 의 SDC 는 K-5 학년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KYCC의 미션 

KYCC (한인타운 청소년회관)의 사명은 미주 로스 엔젤레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재미한국인 및 다양한 인종의 

제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KYCC 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최근 이민 온 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 및 가정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차별 금지 정책 

KYCC/SDC 는 인종, 피부 색, 종교, 성, 성적 취향, 국적 혹은 민족, 계통, 결혼 여부, 나이, 장애, 시민권, 정치

적 제휴, 또는 교육이나 입학 정책에 대한 생각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센터는 다민족, 다문화 학

생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 인종, 그리고 문화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의무적인 오리엔테이션 

모든 학부모님께서는 SDC 교사들이 마련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은 매년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열립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시면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KYCC Wilton Building (680 S. Wilton Pl, Los Angeles, CA 90005) 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아래 두 날짜중에 편리한 날짜에 오시면 됩니다.: 

6월 5일 화요일, 6:15-7:15 PM

6월 11일 월요일, 6:00-7:00PM

(Init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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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대해서 

SDC 는 KYCC 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며 올 여름에는 Rise Kohyang Middle School (3020 Wilshire Blvd., 

LA, CA 90010) 에서 열립니다.  프로그램은 학교 내의 교실, multi-purpose room 및 공원에서 진행될 것이며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SDC 는 다양한 학습도구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성장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이 건강한 

성장기를 거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존감과 자신감, 

사회적응력, 학업적 성장을 도울 동료들, 그리고 적어도 한명 이상의 어른/멘토와의  적절한 관계 등입니다. 저

희 프로그램은 이러한 요소들을 중점으로 세워졌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습 도움 – 학생의 학년에 맞는 기초적인 수학, 읽기, 쓰기, 과학

 건강 교육사 및 지역사회 리더들을 포함한 각종 특별 강사들이 준비한 워크샵 및 토론

 보충 수업 – 미술과 공예, 퍼즐, 과학 실습, 게임, 각종 연극 놀이

 야외 활동 – 체육, 팀웍을 키우는 각종 활동들

 현장학습 및 소풍 – 박물관 및 공원을 포함한 교육을 중점으로 둔 지역 명소

저희는 학생 개개인마다 배우는 과정이 다르다고 믿습니다. 학생마다 배움에 있어서 자신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그 이상의 교육을 하는 

데 있어 훌륭한 바탕이 된다고 믿습니다.   

SDC는 다민족, 다문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일 노력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경험, 인종, 문화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KYCC’s Summer Day Camp 

Parent Manual 

~ 4 ~ 
Rev. 051518 / HJ

입학과 등록 절차 

등록 패킷: 

등록 패킷이 완성된 학생들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완성된 등록 패킷에는 다음 서류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KYCC 2017-2018 년 원서

 KYCC 2017-2018 년 의료 비상시 기권서

 현장 학습 및 소풍 허가서

 Cedar Sinai Healthy Habits 허가서

 학부모 안내서 승인서

입학과 등록에 관한 동의점들과 학비 정책:  

SDC 내에 저녀의 자리를 보장하시기 위해서는 학비를 기한된 날짜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가족여행을 생각하

시고 있으시다면, SDC 스케쥴을 꼭 참고해주시고 학비를 미리 준비해주십시오. 저희는 waiting list 에 있는 다

른 학생들을 생각해서 자녀의 자리를 보장해 드릴수 없습니다. 

학비는 담당 교사(Heather, Jun) 혹은 지정된 봉사자에게 직접 주셔야 하며, 현금 또는 KYCC 로 지불된 check 

여야 합니다.  금요일 후에 지불되는 학비에는 10%의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만약 1 주일 이상 학비를 안 내실 

경우, 학생의 프로그램 참여는 종료됩니다.  만약 학비를 마감일까지 못 내실 경우, 꼭 담당 교사(Heather, Jun)

에게 전화하셔서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Initial: ) 

등록비:  

수업료를 매주 내실 경우: 

자녀의 자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환불이 안되는 등록비 $25 과 보증금 $351 을 지불하셨을 것입니다.  이

보증금은 아이의 첫 주 (6월 13일 - 6월 22일) 그리고 마지막 주 (7월 30일 - 8월 3일)의 학비입니다.  점심

은 학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주  동안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다음 주의 학비인 $135 을 내

셔야 합니다. 
(Initial: ) 

기타 학비 지불 과정: 원서와 함께 다음 중 한가지를 선택해 학비를 지불하셨을 것입니다.

(모든 학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한번에 지불하실 경우: 등록비 $25 과  7 .5 주치 수업료에서 할인된 금액인 $950을 지불하셨을 것입니다.

 두번에 나눠서 지불 하실 경우: 등록비 $25 과  첫 달 수업료에서 할인된 금액인 $490을 지불하셨을 것

입니다. 나머지 학비는  7월 6일 금요일까지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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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ced Check: Check 이 bounce 났을 경우, $25 의 벌금이 추가될 것이며 반환된 check 은 cashier’s check 

으로 교환해 주셔야 합니다.

(Initial: ) 

환불 절차: 저희 프로그램은 환불이 안됩니다.

(Initial: ) 

결석: 저희는 학생의 결석 사유가 무엇이든 결석한 날에 대한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에 프로그램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미 지불된 비용은 환불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Initial: ) 

늦은 픽업: 저희 프로그램은 오후 6:00 에 종료됩니다.  부모님/보호자님은 6 시이전에 자녀를 픽업하시거나  

늦어도 6:05 PM 까지 픽업하셔야 합니다.  6:05 PM 이후에  픽업되는 학생들은 $10 의 기본 벌금과 1분에 $1씩 

벌금이 더해집니다.  모든 벌금은 그 다음주의 학비에 더해지며 돌아오는 주의 학비와 함께 내셔야 합니다. 

(Initial: ) 

일정 변경: 저희는 학생들이 여름 동안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만약 학생

의 활동이 다른 프로그램 시간과 겹친다면, 담당 교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이는 부모님/보호자님만이 하

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통한 통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서비스 종료 조건: KYCC 는 학생을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퇴학 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전 연락 없이 5일 연속 결석했을 경우

 부모님의 사전 연락 없이 학생이 지나치게 늦게 도착하거나 일찍 떠날 경우

 부모님이 학비를 지불하지 않으실 경우

 Summer Day Camp 와 직원들이 아이의 요구 혹은 필요를 충족시킬수 없을 경우

저희는 퇴학을 생각하기 전, 가족과 함께 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Initial:   ) 

학부모의 권리 

모든 부모님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진행되는 동안 참석 중인 자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교사와의 상담을 원하시면  반드시 전화로

미리 약속 시간을 정해주십시오. (교사를 프로그램 시간 내에 만나는 것은 자녀 및 다른 학생들에게서

교사의 관심과 시간을 빼앗는 일이므로 삼가해 주십시오.)

 자녀의 파일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의 정보는

프로그램 관리에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사전에 부모님들께 허락을 요청할 것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파일을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의 SDC 등록에 대한 결정이 불공평하다고 느끼시는 경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상담을 원하

신다면 저희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요청하시는 경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꼭 저

희 직원 및 교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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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 절차 

운영 시간:  

SDC 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라이즈 고향 중학교 (302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에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6월 13일 월요일에 시작되고 8월 3일 금요일에

종료됩니다.   

도착 및 픽업: 

SDC 에 도착과 픽업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같은 캠프 장소에서는 KYCC 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저희가 지정한 곳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착 시간은 오전 8시 30분 부터 9시까지 입니다.  모든 교사들이 오전 8시 30분 이전엔 도착하지 않으니 자녀를 
반드시 8시 30분 이후에 드랍시켜 주십시오.  8시 30분 전에는 아이들을 받지 않습니다. 아이가 매일 SDC 에  

도착할 때, 부모님/보호자님께서 아이를  sign in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매일 각 교실에서 출석 체크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 (Initial:              

픽업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부모님/보호자님께서는 픽업 장소에서 반드시 sign out 하셔야 합니다.  

교사나 봉사자가 아이를 픽업장소로 데려와 드릴 것입니다.

(Initial: ) 

아이가 오후 5시 이전에 픽업되어야 할 경우, 부모님은 담당 교사에게 적어도 하루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당일에 아이를 일찍 픽업하셔야 할 경우, 담당 교사인 Heather Jun 혹은 Danielle Joo에게 문자로 아이의 이름,

학년, 부모님 성함, 연락처, 그리고 변경된 픽업 시간을 알려 주십시오. 

(Initial: ) 

비상 상황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학생들을 옮긴 후 sign in/out 서류를 공식 명단으로 이용하여  인원 체크를
할 것입니다. 

점심시간: 

점심시간은 12:00PM 입니다. KYCC 는 모든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것 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점심을 

싸주실 수 있지만,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점심을 나눠 먹을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점심과 건강한 간식만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과일 혹은 채소).  각 반 선생님들의 기준에서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라고 판단되는 음식들은 다시 

가방에 넣어야 합니다. (예: 패스트푸드)

현장학습 및 소풍: 

프로그램의 일부로써, 학생들은 여름방학동안 여러 현장학습 및 소풍에 참여합니다.  현장학습 및 소풍은 프로그램 

일정에 안내된 금요일에 진행되며, 학생들은 오후 2:00-4:00시에 학교로 돌아올 것입니다. 해당 날짜에는 아이를  
일찍 픽업하실 수 없습니다. 아이가 현장학습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면, 스케쥴에 따라 일찍 픽업하시거나 
혹은 늦게 드랍 시키셔야 합니다.   

학생들은 현장 학습 외에 가까운 공원 또는 도서관으로 미니 견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견학 일정은 캠프 시작 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견학비(교통비, 입장료)는 학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Init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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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 발생 시 픽업: 

비상상황 발생 시 학생들은  다른 장소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대피하지 않고  KYCC 내에 있을 경우, 등록 서류

에 지정되어 있는 분만 아이를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즉, 아이를 데리러 오시는 분은 인정 가능한 신분증을 가져

오셔야 합니다.  신분증에 적혀있는 정보는 아이의 비상시 정보 카드에 적혀있는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바로 담당 교사에게 연락하여 새로운 카드를 작성해 주십시오.

(Initial: ) 

결석: 

저희 교육 과정은 7 주에 거쳐 준비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매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활동들은 학생들에게 규칙적이고 효율적인 보충수업으로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

되었습니다.  학생에게 이런 규칙적인 스케쥴과 책임감을 키워주는 것 또한 자녀가 고등학교, 대학교, 더 나아

가 미래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교육의 일부이므로 학부모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반복되는 결석은 자녀의 교육에 지장을 줄 수있으며 학생이 SDC 가 마련하는 모든 혜택을 받는 데 방해가 되기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모든 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이 7 주 동안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요할 경우, 학생은 2 주 혹은 10 일 까지 결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 주 이상 결석을 할 경우, 

대기자 명단에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학생은 프로그램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7 주 전체를 다닐 학생들에게 등록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담당교사에게 전화로 알려주십시오. 

 아이가 아프다.

 이동에 문제가 있다.

 뜻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아이가 출석하지 못한다.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아이가 긴 기간동안 결석해야 한다.

 아이가 며칠간 늦게 도착하거나 일찍 떠나야 한다.

*이럴경우, 담당교사에게 연락하여 KYCC가 학생 또는 가족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부모님의 사전 연락이 없는 경우 모든 결석은 위의 상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학으로 연결됩니다.

(Initial: ) 



KYCC’s Summer Day Camp 

Parent Manual 

~ 8 ~ 
Rev. 051518 / HJ

징계 절차 

저희의 모든 규칙은 저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하나의 규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것은 바로 상호 존중과 존경

입니다.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 또는 저희 기관 및 어느 공간에서나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미래의 성공에 매우 중

요한 바탕이 된다고 믿습니다.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교사의 징계가 있었을 경우 교사는 이러한 사건을 서류상으로 보관할 것이고, 학생

의 행동에 따라 부모님께 통지해 드릴 것입니다.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이 지속될 경우, 부모님은 담당 교사와 만

나서 문제 행동이 무엇인지 또는 아이를 도울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의논하셔야 합니다.  

만약 학생의 행동이 더 심하거나 신속한 징계가 필요할 시 (서스펜스 혹은 퇴학), 부모님들께 즉시 연락을 

드릴 것이며, 자녀분들을 센터에서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픽업하셔야 할 것입니다.

(Initial: ) 

이 행동들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KYCC 의 규칙들을 지속적으로 위반했을 때

 총기, 무기, 또는 다른 위험한 물건을 가져왔을 때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협박을 했을 때

 KYCC 직원 혹은 다른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부적절한 물품을 소유했을 때

 KYCC, 다른 학생들, 손님들, 혹은 직원들의 물건을 허락없이 사용하거나 손상 시켰을 때

 다른 참가자들 혹은 직원들에 대해 성희롱 또는 다른 불법적인 괴롭힘을 가했을때.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인종, 성, 또는 성적 취향에 대한 불만 또는 불평을 표출했을 때

 안전 혹은 건강에 대한 규칙을 위반했거나, 안전 혹은 건강을 해치는 행동에 관여했을 때

 부정적인 성격 또는 태도를 보였을 때

 자주 늦거나, 결석하거나, 혹은 조퇴를 했을 때*

*이 사항의 예외는 오직 직원과 부모님/보호자님만이 의논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한 예외
를 직원들과 논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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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안전 

아동 학대에 대해서: 

California 주의 법에 따라, 모든 KYCC 직원들은 아동이 학대 당한다는 의심이 가는 모든 경우에 Dept. of Children & Family 

Services 에 보고해야 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거나, 의심하거나, 들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베인 상처, 화상, 부기, 부러진 뼈, 혹은 멍이 관찰될 때

 아이가 활동을 하거나 앉을때 불편해할 때
 아이의 행동이 평소와 많이 다를 때
 구두 혹은 신체적인 학대 또는 방치의 증거가 있을 때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일이 생겼다면, 담당 교사에게 연락 하셔서 미리 알려 주십시오.  

아동학대와 방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동학대와 방치에 대해서' 라는 서류를 참고해 주십시요.

건강 계획: 

다른 사람들을 고려해서 자녀분은 프로그램에 건강한 상태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아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코와 목에서 재채기가 나오는 감기

 100가 넘는 열

 토하거나 설사를 할 경우

 복통이 있을 경우

 목이 쓰린 증상이 있을 경우

 벅차거나 빠른 호흡

 몸에 발진 혹은 비정상적인 피부 이상이 관찰될 경우

 두통이 있을 경우

 비정상적인 행동 (피곤해 한다, 전체적인 불편함, 식욕 부진)

아이가 열이 있었을 경우, 열이 내리고 24시간 동안 센터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가 프로그램 시간동안 위 증상들 중 하나를 보인다면, 교사는 부모님/보호자님에게 즉시 연락을 할 것이고, 아이를 

즉시 픽업하셔야 합니다. 또한, 픽업이 될 때까지,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전염병에 걸린 경우 

혹은 옮았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담당 교사에게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알러지(알레르기)  및 음식 제한: 

자녀분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 제한 중 알러지(알레르기), 종교에 의한 제한,  아니면 특별히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은  부모님 

설명서 마지막 페이지에 모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한이 신체질환(예를 들어, 알레르기)에 의한 것이면 의사 진단서

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록서에도 의사진단서를 제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내 강사들이 해당 진단서를 

아동의 정보파일에 포함 시킬 것입니다.  

SDC 내에서 주어지는 점심 및 간식은 Los Angeles Region al Food Bank 에서 제공됩니다. Food Bank 에서는 특별 상황시  

미리 예정된 menu 에서 변경된 음식을 보내줍니다. 하지만 종교에 의한 제한 혹은 의사진단서를 제출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Initia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