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mme� Da� Cam�
여름캠프 with

미술 과학 프로젝트

복습과 학습 견학

킨더부터 5학년 까지 

6월 17일 - 8월 9일, 2019 오전 7:30 부터 저녁 6:00

KYCC 윌턴 센터
(680 S. Wilton Pl., L.A., CA 90005)
$25 등록비 + $35 책값 + $145/주

• 4주 학비를 한번에 내실 경우: $560 (3.5% 디스카운트)
• 8주 학비를 한번에 내실 경우: $1044 (10% 디스카운트)
***점심과 견학 비용 포함
***형제/자매 디스카운트 가능!
등록 하시려면,  Heather Jun 에게 연락주세요:

hjun@kyccla.org / (213) 365-7400 Ext. 5118

브레이디와 함께 하는
영어, 스페인어, 한글 여름 수업!

Hello!

안녕!
¡Hola!



KYCC’s Summer Day Camp (SDC) 
2019등록 원서 체크 리스트 

장소:  KYCC 윌턴 센터 
(680 Wilton Pl., Los Angeles, CA 90005) 

날짜: 6월 17일 월요일 - 8월 7일 금요일 (총 8주) 
시간: 7:30 AM – 6:00 PM 

브레이디와 함께 하는 영어, 스페인어, 한글 여름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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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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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6월 10일

(8:00-9:00 AM)

 수요일, 6월 12일

(10:00-11:00AM)

 목요일, 6월 13일

(12:00-1:00PM)

 월요일, 6월 10일

(6:00-7:00 PM)

 수요일, 6월 12일

(6:00-7:00 PM)

 목요일, 6월 13일

(6:00-7: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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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YCC SDC 2019 원서

o KYCC SDC 2019년 의료 비상시 기권서

o 현장 학습 및 소풍 허가서

o Cedar Sinai Healthy Habits 허가서

o Initial 과 서명된 학부모 안내서

 학비 6/5/19까지 (아이의 등록비에는 SDC 티셔츠 1 장값과 현장학습/견학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비 옵션엔 $25 등록비 그리고 $35 (3권) 책값이 별도로 부과 됩니다:

o 매주 내실 경우:디파짓 $290 (첫 주와 마지막 주);

 캠프 첫 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주의 학비($145)를 내셔야 합니다.

 형제(들): $261 (매주 $130)

o 4주치 내실 경우 (3.5% 디스카운트) : $560 (6월 17일 부터 7월 12일 학비);

 두번째 분할분($560)은 7월 12일 금요일까지 내셔야 합니다;

 형제(들): $504 (두번째 분할분: $504)

o 8주치 내실 경우 (10% 디스카운트) : $1044 (6월 17일- 8월 9일);

 형제(들): $940

 아이 티셔츠 사이즈:

여분 티셔츠 (티셔츠 당 $10): 

Heather Jun 

Wilton Youth Services Supervisor Koreatown 

Youth & Community Center 

E: hjun@kyccla.org | P: (213) 365-7400 ext. 5118 

Presilla Kim 

Wilton Youth Services Supervisor 

Koreatown Youth & Community Center 

E: pkim@kyccla.org | P: (213) 365-7400 ext. 5118 
Rev. 051518 /

mailto:hjun@kyccla.org
mailto:pkim@kyccla.org


KYCC SUMMER DAY CAMP APPLICATION 2019 
This form is required for participation in KYCC center activities. 

Please complete each section thoroughly, sign and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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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가자 정보 

이름: 중간 이름: 성: 

별명: 생일: 성별:  

인종 (하나를 표시하십시오): 

 아메리칸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아시아인(아래 명시하십시오)

 흑인/아프리카 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기타 태평양 섬 주민

 백인

 아시아인 및 백인

 흑인/아프리카 계 미국인 및 백인

 아메리칸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및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평균/기타/위에 해당되지 않음

인종 (하나를 표시하십시오): 

 히스패닉/라티노

 비 히스패닉/라티노

특정 아시아 인종 (해당하는 경우 예 : 한국인, 방글라데시 인, 필리핀 인, 몽골 인 등) : 

학교: 2018-2019 학년도 학년: 

집 주소: 도시: 

주: 우편 번호: 전화 번호:    집

 휴대폰

부모/보호자 (기본 연락처) 

이름: 성: 관계: 

집 주소(위와 다른 경우): 도시: 

주: 우편 번호: 기본 전화번호:      집

 직장

 휴대폰

기타 전화번호:  집

 직장

 휴대폰

가족 크기: 가족 수입:  

$ 

E-mail 주소:

인종 (하나를 표시하십시오): 

 아메리칸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아시아인(아래 명시하십시오)

 흑인/아프리카 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기타 태평양 섬 주민

 백인

 아시아인 및 백인

 흑인/아프리카 계 미국인 및 백인

 아메리칸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및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평균/기타/위에 해당되지 않음

인종 (하나를 표시하십시오): 

 히스패닉/라티노

 비 히스패닉/라티노

선호 언어 (안에 써 주십시오): 

특정 아시아 인종 (해당하는 경우 예 : 한국인, 방글라데시 인, 필리핀 인, 몽골 인 등) : 

KYCC 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부모/보호자(2 차 연락처) 

이름: 성: 관계:  

집 주소(위와 다른 경우): 도시: 

주: 우편 번호: 기본 전화번호:  집

 직장

 휴대폰

기타 전화번호:  집

 직장

 휴대폰

인종 (하나를 표시하십시오): 

 아메리칸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아시아인(아래 명시하십시오)

 흑인/아프리카 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기타 태평양 섬 주민

 백인

 아시아인 및 백인

 흑인/아프리카 계 미국인 및 백인

 아메리칸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및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평균/기타/위에 해당되지 않음

인종 (하나를 표시하십시오): 

 히스패닉/라티노

 비 히스패닉/라티노

선호 언어 (안에 써 주십시오): 

특정 아시아 인종 (해당하는 경우 예 : 한국인, 방글라데시 인, 필리핀 인, 몽골 인 등) : 



KYCC SUMMER DAY CAMP APPLICATION 2019 
This form is required for participation in KYCC center activities. 

Please complete each section thoroughly, sign and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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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픽업/비상 연락처 정보 

허가 된 사람 # 1 (1 페이지의 학부모 / 보호자와 달라야 함) : 관계: 

주소 (다른 경우) : 

도시: 주: 우편 번호: 

기본 전화 번호:  집

 직장

 휴대폰

다음으로 

지정: 

 긴급 연락처

 내 아이를 데리러 올 권한이 있습니다.

허가  된 사람 # 2 (1 페이지의 학부모 / 보호자와 달라야 함) : 관계: 

주소 (다른 경우) : 

도시: 주: 우편 번호: 

기본 전화 번호:  집

 직장

 휴대폰

다음으로 

지정: 

 긴급 연락처

 내 아이를 데리러 올 권한이 있습니다.

승인 및 동의서 

 예, 저는 학교의 성적 (성적 검사 / 성적표 검토, 서비스와의 연계 등)과 관련하여 LAUSD 공익 광고 카운슬러와 상담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후속 조치를 위해 연락 정보를 공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입니다.

 관심 없음 

승인 및 동의서 

의무보고 - 나는 모든 KYCC 직원이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또는 

방치의 희생자가 되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책임-나는 내 자녀가 센터의 모든 장비를 사용하고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며, KYCC 의 직원의 관찰 아래 내 자녀가 센터 

외로 나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 나 자신, 내 상속인, 내 유언의 집행자 및 관리자를 대신해 공무상 또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KYCC, 그리고 그의 모든 임원들, 관리자들, 직원들, 대표들, 그리고 봉사자들은 내 자녀가 KYCC 프로그램에 참여함과 

관련된 모든 청구, 유구, 행위 또는 행위의 원인에 책임이 없음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본인이 본 신청서에 명시된 아동의 부모 및 / 또는 법적 보호자임을 증명합니다. 본인은이 문서를주의 

깊게 읽고 그에 대한 정보를 이해함을 인정합니다. 위의 각 조항 및 승인에 동의하며, 자녀가 KYCC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의합니다. 

부모 그리고/또는 보호자 서명: 
날짜: 

이름: 

언론 보도 

때로는 KYCC 프로그램 활동을 교육, 홍보 또는 기금 모금을 목적으로 사진, 비디오 테이프 또는 오디오 테이프로 녹화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 및 / 또는 해당 프로젝트가 비디오, 사진 또는 오디오 녹음물에 보상없이 표시되도록 허락 한 경우 (예 : 브로셔, 슬라이드 쇼 

또는 프로그램 웹 사이트의 일부로) 표시하십시오. 

___ 예, 허락합니다. 

___ 아니요, 나는 자녀가 사진이나 비디오 테이프에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 그리고/또는 보호자 서명: 
날짜: 

이름: 



KYCC EMERGENCY MEDICAL RELEASE SUMMER DAY CAMP 2019
This form is required for participation in KYCC center activities. 

Please complete each section thoroughly, sign and date. 

청소년  참가자 정보 

이름: 성: 별명: 

생 (월/일/연도): 성별:  

청소년 참가자 의료 정보 

보험 회사: 보험 증권 번호: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 가십시오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병원

다른 병원: ____________________

의사: 의사 전화 번호: 

알레르기- 자녀가 음식,약,곤충 등등에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예 (자녀의 알레르기를 적어 주십시오): 

자녀는 학교에 IEP/504 이 있습니까? 

 아니오  예   (카피를 제공해 주세요)

건강 상태 - 다음과 같은 건강 상태로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모든 것을 체크하세요) 

천식  예 아니오 간질/발작 장애 예 아니오

당뇨 예 아니오 잦은 편두통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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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 장애 예 아니오 만성 중이염 예 아니오

시각 장애 예 아니오   학습 장애    예 아니오

신체적 장애 예 아니오   발달 장애    예 아니오

예 라고 답했을 경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에 있지 않은 건강 상태를 적어 주십시오: 

자녀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들)을 적어 주십시오: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이 양식의 뒷면을 사용하십시오) 

비상시 기권 

KYCC의 직원의 판단에 따라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보육 및 치료가 필요하다면 본인은 엑스레이 검사, 마취, 

의료 또는 수술 또는 치과 진단을 승인하고 동의합니다.  병원 치료는 주치의, 외과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최선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 지며 의료 또는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또는 시설의 의료 직원의 감독하에 수행됩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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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에 동의합니다. 나는 위 아이에게 주의 혹은 치료를 제공하기 전에 이 서류의 서명자 

또는 위에 적힌 보호자(들)에게 연락 시도를 하되, 연락이 안 될 경우, 그 어떤 주의 및 치료도 보류하지 않을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서명자는 위 행위에 모든 책임 (비용 지불을 포함한)을 져야함을 이해합니다. 

. 

부모 그리고/또는 보호자 서명: 날짜: 

이름: 



KYCC 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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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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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일  참석함  참석 안함

금요일, 7 월 12 일  참석함  참석 안함

금요일, 7 월 19 일  참석함  참석

금요일, 8 월 2 일  참석함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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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이사회, 그리고 직원들에게 있지 않 에 동의합니다. 또한, 제 자녀가 현 

장학습 및 소풍 중 부적절한 (손해의 원인일 경우를 포함) 행동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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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lto:info@kyc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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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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께서 자녀를 위해 최고의 프로그램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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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 Goal Statement 

The Goal of  KYCC's Youth Services is to nurture young people to be healthy, happy, and responsible, 
and to guide them to reach their full potential, in spite of life's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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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턴 센터 (680 S. Wilton Pl, Los Angeles, CA 90005) 에서 열릴 예정입

니다. 아래 날짜중에 편리한 날짜에 오시면 됩니다.: 

 월요일, 6월 10일

(8:00-9:00 AM)

 수요일, 6월 12일

(10:00-11:00AM)

 목요일, 6월 13일

(12:00-1:00PM)

 월요일, 6월 10일

(6:00-7:00 PM)

 수요일, 6월 12일

(6:00-7:00 PM)

 목요일, 6월 13일

(6:00-7:00 PM)

(Initial: ) 



KYCC’s Summer Day Camp 

Parent Manual 

~ 3 ~ 
Rev. 050119 / HJ 

프로그램에 대해서 

SDC 는 KYCC 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며 올 여름에는 KYCC 윌턴 센터 (680 S. Wilton Pl., Los Angeles, CA 

90005)에서 열립니다. 프로그램은 KYCC 교실, 윌턴 초등학교에서 진행될 것이며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오전시간 (7:30 AM-12:00 PM)에 학생들은 교실에서 커뮤니티 타임과 외국어 수업 등을 받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1:30 PM-3:30 PM) 윌턴 플레이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다양한 야외 활동과 다용도실에서 다양한 

언어로 진행되는 게임에 참여하게됩니다 (3:30 PM-4:4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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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교욱 –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진행되는 일상적인 대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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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풍 –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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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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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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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과 등록 절차 

등록 패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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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CC SDC 2019년 원서

 KYCC SDC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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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바이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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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바이저 에게 전화하셔서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등록비: 

수업료를 매주 내실 경우: 

자녀의 자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환불이 안되는 등록비 $25 , 책값 $35, 보증금 $290 을 지불하셨을 

것입니다. 이 보증금은 아이의 첫 주 (6월 17 - 6월 21일) 그리고 마지막 주 (8월 5일 - 8월 9일)의 

학비입니다. 점심 은 학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주 동안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다음 주의 

학비인 $145 을 내 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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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학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4주 학비를 지불하실 경우 (3.5% 디스카운트): 등록비 $25 , 책값 $35, 그리고 학비 $560을 

지불하셨을 것 입니다. 나머지 학비는 ($560) 7월 12일 금요일까지 내셔야 합니다. 

 8주 학비를 지불하실 경우 (10% 디스카운트): 등록비 $25, 책값 $25, 8 주치 학비 $1044을 지불하셨을 

것입니다.

(Initial:  ) 

(Init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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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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절차: 저희 프로그램은 환불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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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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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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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활동이 다른 프로그램 시간과 겹친다면, 슈퍼바이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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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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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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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tial:  ) 

(Initial:  ) 

(Init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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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간: 

프로그램 운영 절차 

SDC 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KYCC 윌턴 센터 (680 S. Wilton 

Pl., Los Angeles, CA 90005)에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6월 17일 월요일에 시작되고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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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30분 부터 9시까지 입니다. 모든 교사들이 오전 7시 30분 이전엔 도착하지 않으니 자녀를 

반드시 7시 30분 이후에 드랍시켜 주십시오.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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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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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나 봉사자가 아이를 픽업장소로 데려와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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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에 아이를 일찍 픽업하셔야 할 경우, 슈퍼바이저에게 문자로 아이의 이름, 학년, 부모님 성함, 연락처, 

그리고 변경된 픽업 시간을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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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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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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슈퍼바이저에게 연락하여 새로운 카드를 작성해 주십시오.

결석: 

저희 교육 과정은 8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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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바이저에게 전화로 알려주십시오. 

 아이가 아프다. 

 교통에 문제가 있다. 

 뜻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아이가 출석하지 못한다.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아이가 긴 기간동안 결석해야 한다. 

 아이가 며칠간 늦게 도착하거나 일찍 떠나야 한다.

 그 밖 피치못할 사정으로 아이가 출석하기 힘들 때

* 이럴경우, 슈퍼바이저에게 연락하여 KYCC 가 학생 또는 가족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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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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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 

저희의 모든 규칙은 저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하나의 규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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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은슈퍼바이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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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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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및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인종, 성, 또는 성적 취향에 대한 불만 또는 불평을 표출했을 때 

 안전 혹은 건강에 대한 규칙을 위반했거나, 위험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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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바이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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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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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바이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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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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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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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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바이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