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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석 검토팀 (SART) 약정 동의서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학교 검토팀은 _______________________ 로부터 의뢰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hool)                                                                             (Student Name)                                                                               

생년월일______________________,학생 ID#_____________이 본 동의서의 지시 사항들으로부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DOB) 

생각합니다.   

학생 프로그램 :  

0  일반 교육                                    0  특수 교육                               0  504 플랜   
                              

학생 및 학부모/후견인은 다음 항목별로 된 학교 검토팀의 지시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생은 (가주 교육법 48200 항에 준하여): 
0 학기 중 학교 수업일에 매일 출석한다.  
0 매일 학교/각 클래스에 정시에 도착한다.  
0 배정된 전 시간을 학교에 상주한다.  
0 학교에 있는 동안 모든 학교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며 적절한 품행을 유지한다.  
0 지시에 따라 학교의 행정관 또는 카운슬러에게 보고한다.  
0 부모/후견인 서명을 위해 매주 진도 보고서를 집으로 가져가고 다음 수업일에 학교에 제출한다.  
0 학생 포털 상의 성적/출석을 점검한다.  
0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후견인(들)은 (가주 교육법 48200 항에 준하여): 

  0 자녀의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할 자신의 법적 의무에 대한 인식을 유지한다.  
        (a) 학교 출석, (b) 정시 도착, (c) 수업일에 매일 배정된 전 시간을 학교에 상주한다.  

  0 학교에서 자녀에 관한 모든 모임 및 면담에 참석한다.  
  0 학부모 포털에 등록한다.    
  0 양육 클래스에 참석한다. (연락: (818) 241-3111 ext. 1418) 
  0 질병은 의사의 메모(기록)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학교는 (가주 교육법 48321 항에 준하여):   

 0 지속적으로 출석을 감독하고 SARB  모임에 의뢰를 위해 SARB 의장에게 결석생을 통고한다. 
 0 학부모/법적 후견인에게 SARB  절차를 논의한다.  
 0 중재:  

 a)  개인지도   
   b)  카운슬링 
   c)  양육 클래스  
   d)  학교 참여  
 0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학부모/후견인께:  
본 교육구의 모든 서비스는 귀하를 돕기 위해 가용하며, 귀 자녀의 학교 출석 및 학교에서의 적응을 개선하는데 귀하께 

가능한 모든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램입니다. SART 에 남은 유일한  대안은  학교  출석  검토위원회(SARB)를 통한 

의뢰일 수 있음으로 본 약정서에 서명 시 귀하는 최선을 다해 기꺼이 자신을 도울 것을 기대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학생 서명                                                      학부모/후견인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행정관 서명                                                   기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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