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 서식 C: 학부모 동의서

서명된 원서 서식은 나의 자녀가 입학을 하게 되면 학교와의 계약서가 됨을 이해한다. 나의 자녀가 본교 등교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해야 함을 이해한다:
나의 자녀가 International School of Tianjin (IST)에 입학하고, 전적으로 학교의 철학을 인정하고 지지함을 동의 한다. 나는 학교
이사 관리 위원회와 경영진이 세운 학칙, 규정, 철차를 준수할 것에 동의 한다.
나는 나의 자녀에 관한 모든 정확한 정보가 입학 사정 교직원이 적절하게 IST 가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는 학교가 서류들을 보관하고, 특히 서류에 자녀가 특별 도움을
필요하거나 교육을 받는데 있어 장애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입학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입학이 거부되거나, 또는
자녀가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결정을 번복할 수 있음을 이해 한다.
나는 자녀의 학급, 학년, 교사 배정 결정은 학교의 결정임을 인정하나, 학교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나와 상의 한다.
나는 IST 학칙에 따라, 나의 자녀가 나 또는 법적 지정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고 나 또는 그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가정에 부재할 때
학교에 서면으로 알릴 것에 동의 한다. 이 때 나는 나의 자녀를 일시적으로 돌봐 줄 책임이 있는 성인(가정부 제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린다.
학교와 가정의 소통이 중요함을 이해하고 특히 긴급 상황시 더욱 그러함을 인정한다. 나는 내 자녀의 교사와 학교 경영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의사소통할 것과, 활동적으로 학교의 더 넓은 공동체를 지지할 것을 동의 한다. 이는 학교 뉴스레터를 읽고,
학교 행사와 학부모 교직원 조직(PFO) 미팅, 그리고 교사와의 상담에 참가하고, IST 비상 연락망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는 학교가 내 자녀의 안녕과 안전을 우선으로하는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운영됨을 인정하고, 특별한 응급 상황 시에 학교가 내
사전 동의 없이 내 자녀의 안전과 안녕에 관계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락 한다.
나는 몸이 편치 않은 학생은 가정 지도를 받는 것이 최선임을 이해하고 이러한 경우 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 또한 몸이
아픈 학생의 귀가 조치에 대한 학교의 권리를 인정하고 학교가 이러한 일로 나에게 연락을 해 올 때 적절하게 바로 교통편을
마련하는 것은 나의 책임임을 인정한다.
나는 내 자녀의 이름, 이미지, 뛰어난 학업과 창조 작품들이 사진첩, 학교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사이트, 그리고 홍보물 등 학교
출판물에 실리는 것을 허락한다.
나는 학교 웹사이트(https://www.istianjin.org/uploaded/Community/IST_Community_Safeguarding_Overview.pdf)에 게재된
IST 커뮤니티 세이프가딩 프레임워크 ‘오버뷰’ 문서를 읽고 이해했으며 학교를 출입하고 학생들과 접촉하는 성인 방문객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경계와 행동을 따를 것을 약속한다. 또한 아동 학대 혐의와 관련된 의무적인 보고 규정을 준수하고, 아동 또는
다른 공동체 구성원의 학대에 대한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 할 것에 동의한다.
나는 교과 병행 특별활동 프로그램 중요성을 이해하고 내 자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나는 현장학습이 학교 커리큘럼의
중요 요소임에 동의하고 나의 자녀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현장 학습에 동급생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자녀가 천진
시내의 짧은 현장 학습에 참여 하는 것을 허락하나, 시외 그리고/또는 외박 현장학습을 갈 경우 추가적인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
받을 것임을 이해 한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나는 '학생 입학 원서' 서류에 명시된 학교의 입학 규정과 학비 스케줄에 명시된 재무 규정을
인정하고 동의 한다. 내 서명은 모든 입학 원서의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내 자녀의 등교를 위해 모든 적용 학비를 제때 지불할
것임에 동의 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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