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학년  Tybee Island 수학여행  

Trip A : 11 월 6 일 (월) -11 월 8 일 (수)  

Altom, Dickey & Mattke Homeroms 
 

 

2017 년 9 월 8 일 

 

학부모 및 보호자분들께, 

 

5 학년 학생들의 Tybee Island Burton 4-H 센터 여행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샘플 여행 일정                                                                     여행 허가서 *  

핵심  교육 과정 설명                                                             학생 여행 관련 책임 면제 및 허가 동의서* 

핵심 교육 과정과 5 학년 교육 과정 연계                                     Health Form * 

Burton 4-H 센터 정보                                                            Medication Form*  

패킹 리스트                                                                         여행비 지불 방법 및 절차* 

 

* 표시된 서류와 여행비 완납은 10 월 6 일 (금)까지 학교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중요 정보  

 출발 및 도착 :  학생들은 11 월 6 일 (월)  오전 6 시까지 SBCE 에 도착해야 합니다. 오전 6 시 30 분에 출발하여 

11 월 8 일  수요일, 오후 4 시 정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아이를 pick-up 하기 위해서 미리 도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 : 여행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약 (over-the-counter) 또는 의사의 복약 지도서가 있는 약 등 어떤 약이라도 

가져오는 학생은 반드시 첨부된 medication form 을 작성해 10 월 6 일(금)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집에서 

가져오는 약은 여행 당일 가져와야하며, SBCE 스텝의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클리닉에 있는 약 (타이레놀, 흡입기, 

EpiPen 등)은 학교에서 가져갑니다.  

 건강 보험 (Health Insurance) 여행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건강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 학교 사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T.W. Lord & Associates 이며 470-254-9350 을 통해서 신청하세요.  

 

첨부된 관련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작성뒤 10 월 6 일 (금)까지 체크 (개인수표) 또는 

Money Order 와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여행비는 $220 이며 체크 기재시 수신란에 State Bridge Crossing 

Elementary 로 기재해 주십시오.  

 

여행과 관련하여, 질문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Sarah Gruber 470-254-8867 언제든지연락해 주십시오.  

 

 

5학년팀 일동 및  
Sarah Gruber, CST  



 

여행 일정  
 

타이비 아일랜드의 4-H 센터는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환경을 제공합니다. 수업은 1 시간 30 분에서 2 시간 정도 , 

진행됩니다.아래 제시하는 스케줄은 대략적이며, 보다 자세한 스케줄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Day 1 

 SBCE 에 오전 6 시까지 도착  

 학교에서 오전 6 시 30 분 출발 

 타이비 아일랜드 도착 – 오후 12 시 

 오리엔테이션 및 점심  

 수업 1 

 레크리에이션 

 수업 2 

 저녁 – 오후 5 시 45 분 정도 

 레크리에이션 

 매점 (기프트샵) 

 수업 3 – SBCE 로테이션 수업  

 숙소 – 오후 9 시, 오후 9 시 30 분 소등 

Day 2 

 아침 – 오전 8 시 

 수업 4 

 점심 – 오전 11 시 30 분 

 매점 (기프트샵) 

 수업 5 

 매점 (기프트샵) 

 저녁 – 오후 5 시 45 분 

 레크리에이션 ( 배구, 농구 등) 

 매점 (기프트샵) 

 수업 6 – 천문 관찰, 해변 산책 , 퀴즈쇼 

 숙소 – 오후 9 시, 오후 9 시 30 분 소등 

Day 3 

 아침 – 오전 8 시 

 짐 싸기 / 버스 이동 

 수업 7 – Fort Pulaski 투어 

 학교 도착  - 오후 4 시 

  

학생들은 SBCE 교직원 및 보호자들의 감독하에 있습니다.  

 
 
 

 
 



핵심 교육 과정들  

 

Crabs & Critters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블루 크랩에서부터 콘 스네이크까지  다양한 토종 생물과 비 토종 생물등을 직접 

보고 다루게 됩니다. 이 수업은 다양한 동물의 생명에 대한 역사를 배우기에 최적의 수업이며, 이 동물들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이해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살아 있는 이 생명들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동물들을 만지고 다루면서 Burton 4-H 스텝들이 동물들은 어떻게 돌보는 지 살펴보면서 학생들은 야생 동물들을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동물들을 다루는 법과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Marsh Ecology 습지 생태학   학생들은 매우 독특하고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거주지를 관찰하게 됩니다. 이 수업은 

센터에서 45-60 분간 진행되며 학생들은 플랑크톤 샘플을 관찰하고, 습지에 거주하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에 대해 

토론하게 됩니다. 또한 달과 태양이 조수 간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수업 마지막에는 

학생들과 어른들이 직접 습지에 들어가 농게를 잡거나, 손 위에 페리윙클 달팽이 (동그란 골뱅이처럼 생긴 바다 생물)를 

손 바닥 위에 놓고 기어가는 모습을 관찰하는 등 많은 생명체들에게 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배울 예정입니다.  

 

Invertebrate Studies 무척추동물 연구 Sea squirts (멍게류)와 scuds(플랭크톤류/ 작은 새우처럼 생김)은 학생들이 이 

수업시간동안 관찰할 수 있는 동물들입니다. 학생들은 현미경을 통해 움직이는 바다 생물을 관찰하고, 아이들이 보고 

직접 수집할 수 있는 곳을 부두를 방문하는 동안 또 다른 무척추 동물을 관찰하고 그에 대해서 토론하게 됩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부두와 암석에 살아가는 미생물 세계를 관찰하고 이 동물들은 정확학 문(門) – 생물 체계에 

분류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Wetland Monitoring 습지 모니터링 학생들은 실제 과학 실험을 통해 지역 소금 습지의 양호 상태를 결정합니다. 

학생들은 질산염, 인산염, 탁도, 용존산소, 온도와 같은 변수를 테스트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기록된 모든 

데이타들을 분석하여 샘플링된 습지의 건강 상태를 예상된 수치 범위와 비교하게 됩니다.  

  

Surf Sleuth 파도 탐사 : 수업은 파도에 그물을 넣고 잡아당겨 여러 종류의 해양 식물과 동물을 잡기 위해 파도 지역으로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물을 포획한 후, 각 그룹은 그들이 잡은 것에 대해 토론하고 관찰합니다. 학생들과 어른들은 해양 

생물 유기체를 식별하고 포획하기 위해 팀으로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Night Walk 밤 산책   이 짧은 산책은 밤의 해변에 대한 학생들의 풍부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게임과 감각적인 활동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밤에 적응하는 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 시간은 또한 학생들이 

그들을 둘러싼 밤이 얼마나 고용한 지 경험하는 조용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천체에 관한 주제도 이 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며 어두운 밤에 물가에서 발견되는 자체 발광하는 플랑크톤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Quiz Show 퀴즈 쇼  퀴즈 쇼는 쇼를 통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그룹으로 나눠서 점수를 

얻기 위해 경쟁하게 됩니다. 퀴즈 쇼의 내용은 여행 중 배운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SBCE 교직원 선택  학생들은 3 개의 활동을 교대로 체험합니다. 이 활동에는 캠프파이어와 스모어, 저널 등 다양한 

할동이 있습니다.  

 

Fort Pulaski   . 학생들은 이곳에서 셀프 가이드 투어를 하게 됩니다. 이 투어를 하기 전에 학생들은 비디오, 설명, 투어를 

위해 준비된 노트 등을 통해 충분히 이 곳에 대해 숙지한 뒤, 투어를 하게 됩니다. 각 그룹의 학생들은 충분히 공부한 

다음, 함께 온 어른 동반자 (보호자) 들에게 이곳에 대해 ‘ 투어 가이드’ 로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5 학년 교육 과정과 연계 

Science  

 학생들은 관찰과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할 예정입니다. (S5CS1a) 

 학생들은 발견한 것에 대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하며, 다른 사람이 제시한 근거에 대해서도  

심사 숙고해야 합니다. (S5CS1 c) 

 학생들은 관찰하고 하나의 부분이 다른 것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지 설명할 것입니다.(S5CS4 a) 

 학생들은 기록, 표, 그래프 등을 통해서 변화의 패턴을 발견할 것입니다. (S5CS4 c) 

 학생들은 식물과 동물의 각각 세포의 부분에 이름을 붙이고 도표를 그리게 됩니다. (S5L3 a, b, c) 

 학생들은  유기체 (생명체)를 그룹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이들이 어떻게 그룹으로 나누게 되 었는지 왜 과학자들이 이 

분류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S5L1 a, b) 

 학생들은 건설 및 파괴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구 표면의 특성에 대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S5E1a, b, c) 

 학생들은 과학적 탐구과정의 중요한 특성을 배우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S5CS8 a, b, c, d) 

 학생들은 사물을 관찰하고 다루며 결정을 하기 위해 도구와 기구등을 이용할 것입니다. (S5CS3c, d) 

 학생들은 과학적 사고와 활동을 통해 명확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S5CS5 b, d) 

 학생들은 본능과 학습된 행동을 비교하게 됩니다. 유기체를 통해 물려받은 유전적 특성 (S5L2 a,b) 

 학생들은 일부 미생물은 유익하고 일부는 유해하는 것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S5L4 a,b)  

 

Social studies  

 학생들은 나침반을 이용하여 기본 방향을 식별하고, 중간방향을 이용하며 숫자/글자 쳬게의 좌표 시스템을 통하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SS5M&G 1,2,3) 

 학생들은 사회 과목과 연관된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사용하여 문제를 풀고, 

결정을 해야하며 유물을 분석하고 이 정보의 적절성과 관련성을 밝히고, 문제를 식별하고 가능한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SS5I&P) 

 

Reading & English Language Arts (영어) 

 학생들은 협력 토론, 타인의 생각에 기반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표현하는 법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ELAGSE5SL1b,c,e) 

 학생들은 화자 (스피커)가 말하는 요점을 요약하고 각 주장이 어떤 이유와 증거로 뒷받침되는 지 설명합니다. (ELAGSEL3) 

 학생들은 일반적이고, 학년에 적절한 그리스와 라틴 접사와 단어기원을 사용할 것입니다.(ELAGSE5L4b) 

 학생들은 사용하는 교과서의 문장과 단어의 의미를 알아내고, 일반적인 학습 의미와 특정 영역의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밝히게 됩니다. (ELAGSE5RL4/RI4) 

 학생들은 논리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포함하여, 학년 수준의 적절한 일반적인 아카데믹과 특수영역의 언어를 정확하게 

습득하여 사용합니다. (ELAGSEL6) 

 학생들은 역사/ 사회/ 과학 및 기술적인 정보가 담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것입니다. 학년이 끝날 때쯤 4-5 학년의 높은 

수준의 복합적인 교과서의 내용을 독자적으로 또는 능숙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ELAGSE5R10) 

 

Math (수학)  

 학생들은 능숙하게 단위수가 높은 (3 자리 X 2 자리) 숫자의 곱셉을 할 수 있고 곱셉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MGSE5.NBT.5) 

 학생들은 분수를 분모에 의해 분자를 나누기, 분수 형태로 답하는 정수의 나눗셈을 포함한 (수식이 아닌) word problem 또는 

비주얼 분수 모델을 이용한 대분수 또는 문제를 표현하기 위한 방정식 풀이 방식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MSGSE.NF.3)  

 학생들은 표시된 곱셈을 수행하지 않고 한 요소의 크기와 다른 요소의 크기를 비교하여 비율로 곱셉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MGSE5.NF.5a) 



Suggested Packing List 
PACKING CHECKLIST:  

 1 sleeping bag (침낭) or bedroll (침대 시트와 담요) , 베개 

 1 bath towel 목욕 수건, 1 beach towel 비치 타월  

 3-4 벌의 깨끗한 옷  

 2 벌의 앞이 막힌 신발 (1 벌은 버리고 와도 될 만큼 낡은 것일 수록 좋습니다) 

 1 플립플랍 또는 샌들 (샤워 또는 캐빈용) 

 잠옷 1 벌  

 따뜻한 쟈켓 또는 스웻셔츠 (추운 날씨 대비)  

 매일 갈아 입을 속옷 한 벌씩  

 매일 갈아 신을 양말 2 켤레씩  

 레인 코트 또는 판초 1 벌 

 개인 세안제 (비누, 샴푸, 칫솔 치약 등 ) 

 2-3 펜 또는 연필  

 벌레 물림 방지제 

 자외선 차단제 Sunscreen 

 물병 Water bottle 

 더러워진 옷을 담을 수 있는 비닐 백  

 

추가 아이템 : 

 모자 

 카메라 (가능한 한 1 회용) 

 손전등 

 스낵 또는 기프트샵에서 쓸 수 있는 돈 ($30 이상 보내지 마세요) 

 책, 전자 게임, 음악용 기기 (예: iPod)  

 

아래 물건 등은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아래 해당 하는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 스텝에 의해 출발 전에 압수됩니다. )  

 캔디 또는 검 같은 음식  

 핸드폰 또는 전자 게임기  

 풀톤 카운티 스쿨의 Conduct and Discipline Handbook (학생 행동 지침서)에 따르면, 학생은 아래와 같은 물건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무기 , 위험한 기구 , 유해한 물체 그리고 허가되지 않은 물품들 (예: 포켓 나이트, 폭죽 등 ) 

 

짐을 쌀 때 아래 사항을 고려해 주십시오. 

 학생 당 짐 가방은 수트 케이스, 백팩 또는 더플백 하나로 제한합니다. 슬리핑백이나 베드롤은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은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짐은 가벼울 수록 좋습니다. 

 아이들의 모든 물품과 가방에 이름을 부착해 주십시오.  

 낡은 옷만 보내주세요. - 새 옷 또는 멋진 옷은  야외 활동으로 인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물건은 두 개는 개인 물병 (water bottle)과 비옷 (raincoat) 입니다.  

 학교와 Burton 4-H Center 는 잃어버린 물건 또는 부서진 물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약은 따로 싸서 출발 아침 당일 SBCE 스텝에 의해 체크되어야 합니다. 

 

 



5 학년 Tybee 여행 허가서  
 

 

Student’s Name  학생이름       Homeroom Teacher 담임 선생님   __________  

자녀 분이 이 여행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정보와 함께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아래 서류를 작성한 뒤, 

10 월 6 일까지 학교로 여행 경비 $220 (check 또는 Money order)와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1)  내 아이가 Buron 4-H 센터의 5 학년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만약 여행에 참가하지 않을 시, 여행 기간 동안 다른 선생님의 교실로 가서 수업을 받으며, 다른 아이들의 과학 성적에 준하는 테스트와 

숙제가 주어질 것을 이해합니다. 

    

YES                     NO                    

 

2) 내 아이가 학교에서 선택한 모든 환경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YES                     NO                    

 

3) 내 아이가 Tybee 여행에 참가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Burton 4-H Center 는 의료 사고시 책임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반드시 부모님 또는 학교 정책에 따라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아이는 이미 가입된 보험이 있습니다. 

 

 Insurance Company Name 보험회사        

  Insurance Policy Number 보험 넘버        

 

 

                  학교 보험을 구입하겠습니다..   

                   470-254-9350 에 연락하셔서, 신청서를 받으세요. 

 

4) 내 아이의 PG 또는 G 등급의 영화 관람을 허가합니다. 

 

YES                     NO                    

 

5) 응급시 연락처 

Day 낮:            or       

 

Evening 밤:          or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을 경우 비상 연락처:         

 

Relationship 관계:                Phone Number 전화 번호:         

 

 

 

 

 

(Form continued on the back…) 

 

 



6) 여행 중 규칙 사항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항상  SBCE 학생으로서의 모범적인 행동을 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1. 학생 각자 모두 적절한 행동을 해야하며, SBCE 스텝, 보호자 그리고 Burton 4-H 스텝의 가이드 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2. 학생들은 여행 기간 내내 보호자의 관찰과 감독 하에 있습니다. 만약 학생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응급 상황시, 성인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항상 보호자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3. 모든 학생은 지정된 수업 시간 중 그룹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4. 소등 시간 후 어떤 학생도 방을 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저녁 프로그램은 대략 8:30 분 정도에 끝이 납니다. 30 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진 뒤  학생들은 9:00 즈음 각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소등은 9:30 분에 이루어지고 학생들은 다음날 

오전 7:30 분전에는 방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5. 버스 안에서 또는 센터 안에서 껌을 씹을 수 없습니다. 

6. 학생 각자는 자신의 소지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행시 가져온 물건에 대해선 항상 자신이 관리해야합니다 

7. 학생들은 응급 사항이 아닌 경우, 집으로 전화할 수 없습니다.  

8. 학생들은 단원에 대한 학습과 이에 따라 학습 활동에 따른 선생님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타이비 

커리큘럼과 여행의 관련된 노트북은 과학 과목 성적채점시 일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9. 8 월 28 일부터 여행 출발일까지 학교에서 정학 조치 (교내/ 교내 밖) 를 받은 학생과 3 개 이상의 long form 경고를 받은 

학생은 여행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여행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에게는 여행 기간 동안 다른 선생님의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과제를 이행해야하며 다른 아이들이 받게 되는 과학 성적에 준하는 시험을 치뤄야 합니다. 

10.  만약 학생이 위의 규칙 중 하나라도 어길 시, 부모님에게 학생을 일찍 귀가 조치 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귀가 비용은 부모님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저는 Rock Eagle 여행 관련 규칙에 관해서 모두 읽고 이해하였습니다. 저는 위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Student Signature 학생 서명         

  

Date 날짜       

 

 

Parent/Guardian Signature 학부모 및 보호자 서명         

  

Date 날짜       



Health History Form 
  

Student Name (이름)                                                                                                                                           

   LAST     FIRST    MIDDLE 

 

Birthdate 생년월일 ____/____/____  Age 나이                                Sex 성별                              

 

Please list any current medications being taken and explain their purpose.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약의 종류와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Please list and explain any physical limitations that may prevent/limit your participation in activities.  

활동에 있어서 신체적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Please list and explain any allergies. 알러지가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Please list and explain any dietary restrictions. 식사 제한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 

                                                                                                                                                                                

 

                                                                                                                                                                                

 

Please list and explain any medical needs the staff should be aware of (i.e. asthma, allergies, 

diabetes, heart problems, emotional disorders, nose bleeds, etc.). 스텝이 알고 있어야 할 아이의 의학적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 천식, 알러지, 당뇨, 심장 관련 병, 정서장애, 코피 등 ) 

                                                                                                                                                                                

 

                                                                                                                                                                                

 

PERMISSION TO TREAT 의료 처치 허가서  

 I do           I do not 
아이가 벌레에 물렸거나 약한 상처가 생긴 경우 가려움을 가라앉히기 위해  hydrocortisone 

cream 또는 caladryl 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I do           I do not 아이가 베였거나 상처가 난 경우, 항생 연고 또는 스프레이를 처치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I do           I do not 아이가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사가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을 허가합니다. 

 

 

Parent/Guardian Printed Name 보호자 성명                                                                

 

 

Parent/Guardian Signature  사인                                                    Date 날짜                        



FULTON COUNTY SCHOOLS 

 

STUDENT/PARTICIPANT ACTIVITY LIABILITY WAIVER AND RELEASE AGREEMENT  
(ACKNOWLEDGEMENT, RELEASE, HOLD HARMLESS AND ASSUMPTION OF POTENTIAL RISK AGREEMENT) 

(For all School District events, excluding tackle footbal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int Participant or Student Name  참가자 성명 
 

State Bridge Crossing Elementary School__ 
School/Facility/Department 

 

Burton 4-H Center________________ 
Location of Activity or Event 

 

5th Grade Rock Eagle Overnight Field Trip 

 

November 6-8, 2017___________________ 
Date(s) or Period of Time of Each Activity/Event 

 

 

A Student/Participant Activity Liability Waiver and Release Agreement must be completed for each activity or event 

(may cover multiple dates for same activity or event).  

 

I, the undersigned wish to participate and/or have my child participate in the Fulton County School District (FCS)-

approved event or activity as referenced abov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ivity or Event”). 

 

I understand and acknowledge that this Activity or Event is voluntary and by its very nature poses actual or potential risks 

of physical and emotional injury/illnes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eath, to the student identified above or to any 

individual who participates in such Activity. I am aware that there may be no District insurance that would provide 

coverage for medical treatment, for personal injuries or property damage which may arise out of this Event or Activity.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is Activity or Event, I agree to assume all liability and responsibility for any and all potential or 

real risks, injuries or even death which may result from participation in the Activity or Event. I represent and warrant that 

the Student/Participant is mentally and physically fit, capable, able and willing to participate in this Activity without any 

limitations.  

 

I understand, acknowledge, and agree that the FCS District shall not be liable for any injury/illness suffered by the 

Student/Participant which arises out of and/or associated with preparing for and/or participating in the Activity or Event.  

 

I hereby release, discharge, indemnify, and agree to hold harmless the FCS District, the Fulton County Board of 

Education, and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ficers, members (including Fulton County Board of Education Board 

Members), attorneys, agents, employees, predecessors and successors in interest and assigns of the FCS District and 

Fulton County Board of Education (hereinafter “FCS releasees”) from any and all liability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Student/Participants’ participation in the Activity or Ev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xtra-curricular activities or 

events such as field day, exercise, inflatables, sports teams, clubs, debate teams, practices, training or practice activities, 

camps, field trips, competitive events or activities, student fundraisers, dance, or any other extra-curricular activity or 

event. For purpose of this Release, liability means all claims, demands, losses, causes of action, suits, or judgments of any 

kind that Student/Participant or Student/Participant’s parents, guardians, heirs, executors, administrators, and assigns have 

or may have against the FCS releasees because of Student/Participant’s personal, physical, or emotional injury, accident, 

illness or death, or because of any loss of or damage to property that occurs to Student/Participant or his or her property 

during Student/Participant’s participation in the Activity due to acts of passive or active negligence by FCS releases other 

than actions involving fraud, or actual malice.  

 

Students/Participants are occasionally included in activities or events, publications, and/or public relation activities. I 

consent to FCS (and its photographers) approval to use my name, picture, likeness, work, voice, or verbal statement to 



appear in publicity, publications, videos, websites and any other media. I understand and agree that no monetary 

consideration shall be paid to me; and that my consent and release have been given without coercion or duress; and that 

my picture, likeness, work, voice, or verbal statement may be used in subsequent years.  

 

A signed Student/Participant Activity Liability Waiver and Release Agreement must be on file with the FCS District 

before a Student/Participant will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above referenced Activity or Event. Student/Participant 

and/or parents or guardians who do not wish to accept the risks described in this Agreement should not sign this 

Agreement, and will not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Activity or Event.  

 

I acknowledge that I have carefully read this Student/Participant Activity Liability Waiver and Release Agreement and 

that I understand the potential dangers of engaging in this Activity or Event, am fully aware of the legal consequences of 

this agreement, and agree to its terms. I understand I am waiving certain rights and assuming the risk of injury and 

property damage from my participation in the Activity or Event.  

 

 

SIGN LEGAL NAME AND PRINT INFORMATION BELOW NEATLY – MUST BE COMPLETED BEFORE 

ACTIVITY/EVENT.  

 

 

Signature of Student or Participant (unless a Minor) 참가자 성명(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Parent if Student or Participant is a Minor 참가자의 보호자서명 (미성년자의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riginal – Risk Management Department 

Copy – School/Facility 
Risk Management Form #SPAWLRA001, February 2013 – 1073553_1.doc 



 

 



5th Grade Tybee Trip Payment Procedures 
5 학년 타이비 트립 비용 지불 과정  

 
Payment Information 여행비 납입 정보 

 여행비는 반드시 아이의 담임 선생 앞으로 보내거나 프론트 오피스에 맡기셔야 합니다.  

 Check 또는 Money Order 만 받습니다. Check 로 지불하실 경우 수신자란에 State Bridge Crossing Elementary School 로 기입해 

주십시오.  

 모든 여행비는 기록 보관을 위해 원하시는 지불 방법에 따라 아래 지불 용지와 함께 납입하셔야 합니다. 아래 용지와 함께 

여행비를 봉투에 넣어서 보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행비는 월요일과 금요일만 받습니다. 모든 여행비의 마감일은 10 월 6 일, 금요일 입니다.  

 이 총 비용은 한 번에 또는 아래 날짜에 맞춰 나눠서 납입하셔도 됩니다. 

  

Total Trip Payment 총 여행비용 :  $220.00  
 

Intallment Schedule  

Due by Friday, September 15: $75.00 

 

Due by Friday, September 25: $75.00 

 

Due by Friday, October 6:   $70.00 (Paid in Full) 

  

 

5th Grade Tybee Trip Payment Slip #1 
Or Full Payment 

 
Student                                                             Homeroom Teacher                               
 

Amount Submitted                                            Date                                                     
 

Optional Donation to Scholarship Fund                                                                         
 

------------------------------------------------------------------------------------------------------------- 
 

5th Grade Tybee Trip Payment Slip #2 
 

Student                                                             Homeroom Teacher                               
 
Amount Submitted                                            Date                                                     

 
Optional Donation to Scholarship Fund                                                                         

 
------------------------------------------------------------------------------------------------------------- 
 

5th Grade Tybee Trip Payment Slip #3 
 

Student                                                             Homeroom Teacher                               
 
Amount Submitted                                            Date                                                     

 
Optional Donation to Scholarship Fund                                                                         



5th Grade Tybee Trip Chaperone Volunteer Form 

5 학년 타이비 트립 동반 보호자 자원 신청서  

Burton 4-H Center 에 동반할 열정적이고 실천적인 어른들을 환영합니다. 9 월 22 일(금) 까지 동반 보호자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함께 갈 어른들의 인원수가 최종 결정되면 , 이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학부모들에게 9 월 29 일(금) 이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항 ! 

 동반 보호자는 다른 보호자와 짝을 지어 대략 20 여명의 남녀 학생들은 낮 동안 책임지게 됩니다. 밤에는 같은 성의 아이들과 

케빈에서 함께 숙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딸을 가진 아버지, 또는 아들이 있는 어머니라도 같은 케빈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아주십시오.  

 풀톤 카운티 스쿨은 모든 동반 보호자의 신분 체크 (background check)와 지문 찍기(fingerprinting)를 요구합니다. 이와 관련된 

비용 $51 은 여러분의 여행 경비에서 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반 보호자의 여행 비용은 $169 입니다. 

 여행시 동반 허락된 보호자 수보다 지원자가 더 많을 경우 추첨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 

Chaperone Name 동반 보호자 성명                                        Male 남 Female 여 (circle) 

 
Child’s Name 아이 성명                                                Homeroom Teacher                                         

                                                                                            담임 교사  

Phone #                                                           E-Mail                                                                  

 

Please explain previous opportunities or experiences interacting with groups of young 

people. 이전에 어린이들과 함께 한 경험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반대 성의 내 아이와 함께 방을 쓰지 못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Burton 4-H Center 로 가는 동안, 또한 여행 기간 동안  코치 버스를 탈 것이며 밤에는 아이들과 같은 케빈 숙소에서 잘 것을 

이해합니다.  

 숙소, 음식, 활동비를 포함한 여행비 $169 을 지불하겠습니다.  

 학생들 근처에서 흡연하지 않겠습니다.  

 

참가하는 것이 결정되면, 풀톤 카운티 스쿨이 요구하는 신분 체크와 지문 찍기를 이행하겠습니다.  

 

                                                                                                                                       
                                       Signature              D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