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출석 검토팀 (SART) 약정 동의서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학교 출석 검토팀은__________________________ School (학교)로부터 의뢰된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DOB) 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ID #  ___________________________는 

본 동의서 지침으로부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프로그램:  
 

☐ 일반교육                                           ☐ 특수교육                                             ☐ 504 계획안  

 

학생 및 학부모/후견인 모두는 학교 출석 검토팀의 항목별로 된 다음의 지침을 따를 것에 동의한다: 

학생은 다음 항목들을 준수한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48200에 의거): 

 ☐ 수업이 있는 매 수업일마다 학교에 등교한다.  

 ☐ 매일 정시에 학교/각 수업에 참석한다.  

 ☐ 배정된 모든 시간 동안 학교에 남아 있는다.  

 ☐ 모든 학교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학교에 있는 동안 적절한 품행을 유지한다.  

 ☐ 지시된 바와 같이 학교 카운슬러나 행정관에게 보고한다.  

☐ 학부모/후견인 서명을 위해 주별 진도표를 집으로 가져가고 다음 수업일에 진도표를 학교에 반환한다.  

 ☐ 학생 포털에서 성적/출석을 점검한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후견인은 다음 항목들을 준수한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48200에 의거): 

 ☐ 자신의 아이를 돌봐야 할 다음의 법적 의무들에 대한 인식을 유지한다:  

(a) 학교 출석, (b) 정시 도착, (c) 수업이 있는 매 수업일마다 배정된 모든 시간 동안 학교에 있는다.    

 ☐ 학교에서 자녀에 관한 모든 모임과 면담에 참석한다.   

 ☐ 학생 포털에 등록한다.   

 ☐ 양육 클레스에 참석한다 (연락처: (818) 241 – 3111 내선 1418) 

 ☐ 질병은 의사의 메모로 확인되어야 한다.   

 

학교는 다음 항목들을 준수한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48321에 의거): 

 ☐ 지속적으로 출석을 감독하고 SARB 모임 의뢰를 위해 SARB 의장에게 결석생을 통보한다.    

 ☐ 학부모/법적 후견인에게 SARB 절차를 논의한다. 

 ☐ 중재: 

(a) 개인지도  

(b) 카운슬링  

(c) 양육 클레스 

(d) 학교 참여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학부모/후견인께:  

본 교육구의 모든 서비스들은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가용되며 귀 자녀의 학교 출석 및 학교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도움을 드리려는 것이 우리들의 바램입니다. SART에 남은 유일한 대안은 학교 출석 검토위원회 (SARB)를 

통한 의뢰인 까닭에 귀하가 본 약정서에 서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돕기 위해 기꺼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   ______________ 

학생 서명         학부모/후견인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     ______________ 

행정관 서명         기타                      날짜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223 North Jackson St., Glendale, California 91206-4380  

전화: 818-241-3111, 내선. 1500 • 팩스: 818-242-4213 

학생 복지 서비스부  

Ilin Magran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