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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서명 페이지 
 

학부모/학생은 2016-2017 년도 학생 정보 자료집 수령을 인정합니다.     

학생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령 __________   

학부모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프로그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년 _________   

아래에 서명을 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은 다음 사항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1. 본인들은 다음 양식의 사본을 받았습니다.  

o 총디렉터의 편지 

o 학부모 및 학생 서명 페이지 

o 학생 편람 링크 

o 허가서 양식 

o 건강 검진 서류 

o 의료 사무실 등록 양식 

o 의료 사무실 허가서 

o 투약 정책 

o 일반 의약품 양식 

o 처방 의약품 양식 

o 알러지 행동 계획 

o 천식 행동 계획  

o 발작 프로토콜 

o 응급 치료 양식 

2. 본인들은 www.LABBB.com 에서 다음의 자료에 온라인으로 접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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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총디렉터 및 이사회 

o 프로그램 일정 

o 집단 따돌림(bullying) 정책 및 계획 

o 집단 따돌림 양식 및 절차 

o 신고식 반대 정책(고등학생만 해당) 

o 물리적 제지 정책 

o 정학 정책 

o 학교 간호사 연락 번호 

o 학부모 상담을 위한 연락처 정보 

o 학생 결석 전화 알림 정책 

3.  본인들은 학생 편람과 추가 LABBB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의 교육 및 Collaborative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하여 가정-학교 협력 및 주최 학교와 Collaborative 의 규칙과 정책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검토하고 이해했습니다.  

4.  본인들은 학생 편람과 보충 LABBB 자료의 내용을 읽고 논의했으며, 학생의 Collaborative 

프로그램 참여가 이러한 자료에 포함된 규칙과 정책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5.  본인들은 학생이 학생 편람에 포함된 규칙과 정책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서로와 

Collaborative 직원과 협력할 것을 동의합니다.    

6.  본인들은 물리적 제지의 사용에 관한 정책을 읽고 이해했습니다. 

7.  본인들은 신고식 반대 정책을 읽고 이해했습니다. (고등학생/부모만 해당) 

본인은 자녀의 성명, 부모의 성명, 주소, 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디렉토리에 포함시켜 

자녀의 프로그램에 있는 다른 학생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학부모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    

학생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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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연락 카드, 허가서, 건강 검진 서류와 함께 본 서명 양식을 작성해 아래 기재된 자녀의 각 

프로그램에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스캔을 원하시는 경우, 스캔해서 각 이메일에 첨부해서 

보내 주십시오. 이러한 자료의 사본을 받으시려면, 아래 기재된 해당인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Francis Wyman Elementary, Fox Hill Elementary, Memorial Elementary & John Glenn Middle 

Schools: LABBB Collaborative, Burlington High School 

123 Cambridge Street, Burlington, MA 01803  

lcaprio@labbb.net 

 

 Butler Elementary, Wellington Elementary, Chenery Middle & Ottoson Middle Schools: LABBB 

Collaborative, 36 Middlesex Turnpike, Bedford, MA 01730 

Dbusa@labbb.net 

 

 전체 고등학교 프로그램 LABBB Collaborative, Lexington High School 

251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aormond@labbb.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