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후견인/해당 학생의 동의

2020 여름방학 Summer RISE 프로그램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에 재학 중인 11학년과 12학년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동안 미래 진로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ummer RISE 프로그램 등록에 따라 본인은 2020–2021 
학사연도에 MCPS 고등학교 11학년 또는 12학년이 되는 고등학생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의 부모/후견인과 
함께, 본인은 Summer RISE 프로그램 참여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1.  SUMMER RISE 프로그램 참가자는 주 15-20시간(하루 8시간 이내) 주 최대 30시간까지, 3-4주 동안 총 60시간-80시간, 커리어 
경험을 제공하는 기관(“커리어 경험/Career Experience”)에서 제공하는 커리어 진로 실무 학습 경험에 참여하게 됨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커리어 경험은 3-4주 동안, 주 5일까지 제공될 수 있으며 2020년 7월 6일에 시작하여 2020년 7월 31일에 마치게 됩니다. 

2.   본인은 Summer RISE 프로그램 등록 전에 Summer RISE 프로그램 팀이 본인의 커리어 경험 배치를 위해 관심 분야를 확인하는 
Career Interest Profiler와 3가지 커리어 선택을 찾아보기 위해 Naviance에서 본인에게 맞는 직업류를 찾는 Career Cluster Finder
를 마쳐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3.   본인은 Summer RISE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본인이 부모/후견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전문기술과 재정교육 워크숍에 의무적으로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본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구체적인 트레이닝 내용이 올 것을 이해합니다.  

4.   본인은 본인이 커리어 경험 제공 기관으로의 출퇴근 교통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Kids Ride Free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학생(5세-18세)는 Montgomery 카운티에서 Youth Cruiser SmarTrip card를 사용하여 Ride On Flex와 일부 Metrobus 
노선을 토함한 모든 Ride On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marTrip 카드 발급 지원서는 학교와 여러 장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Youth Cruiser SmarTrip 카드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웹사이트 www.
montgomerycountymd.gov/DOT-Transit/kidsridefree/를 봅시다. 본인은 본인의 관심도와 자리의 여부에 따라 커리어 경험 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5.  본인은 Summer RISE 프로그램에 관한 갱신된 내용이 본인에게 이메일로 전달되며 Summer RISE 사무실의 안내를 받기 위해 본인의 
개인 이메일과 MCPS 이메일을 매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6.  본인은 본인이 커리어 경험 제공 기관과의 스케줄을 직접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7.  본인은 시간을 준수하고, 정확성을 유지하고, 실행을 잘하며, 규율을 지키고, 성숙한 행동과 적절한 복장으로 직장에서의 에티켓을 
보일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본인이 커리어 경험 제공자/기관과의 문제나 염려되는 점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MCPS Summer RISE 
프로그램 사무실에 연락하겠습니다. 이메일: summer-(rise@mcpsmd.org 또는 전화: 240-740-5599)

8.  본인은 커리어 경험 제공자/기관의 추가 면담이나 심사 요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Summer RISE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7월 6일 전에 직접 커리어 경험 제공자/기관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9.  본인은 본인이 커리어 경험 제공 기관에 채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본인의 커리어 경험 제공자/기관은 Summer RISE 
프로그램 참가자의 활동의 결과로 직접적으로 받는 혜택이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참가자의 활동으로 제공자/기관의 활동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커리어 경험 제공자/기관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규칙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생산적인 업무
(예: 파일하기, 행정업무, 손님돕기 등)를 참여할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커리어 경험 제공자/기관은 본인에게 기업/기관의 종합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기업/기관의 역할, 책임, 기능을 가르치는 업무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업무를 통해 행정담당 또는 관리자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업무의 가치, 기술, 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합니다.  본인에게 여러 취업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기회가 될 것입니다.

10.  본인은 매주 weekly reflection을 제출하고 프로그램 후에는 설문조사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11.  Summer RISE 프로그램 참가자는 프로그램을 잘 마친 경우, 프로그램 비용의 환급으로 온라인 자동 입금으로 300불을 받게 되며 MCPS
는 Summer RISE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의 이름을 Educational Systems Federal Credit Union에게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만약 본인이 은행에 계좌가 없을 경우, Educational Systems Federal Credit Union 또는 원하는 은행에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본인은 연수비를 지급 받기 위해 전문능력과 재정 교육 워크숍 때, 은행 direct deposit 양식을 제출하겠습니다. 은행 
계좌를 여는 데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본인이 고등학교 College and Career Information Coordinator 또는 Summer RISE Program 
office(이메일:summer-rise@mcpsmd.org 또는 전화: 240-740-5599)에 직접 연락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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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본인은 Summer RISE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커리어 제공 기관에서의 취업과 연결되지 않으며 직원으로 고용될 것을 기대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13.   본인은 Summer RISE 프로그램 활동 기간 중, 본인을 녹화, 촬영 또는 기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사진, 영상과 
기록은 Summer RISE 광고 등의 여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전 알림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더 나아가 
본인이 이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없으며MCPS는 모든 사진, 연상, 기록과 참가자가 만든 모든 업무에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14.   본인은 커리어 경험 제공자가 MCPS에게 본인의 커리어 경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커리어 경험 제공자/기관은 
Summer RISE 프로그램 참가자에 관한 정보를 제3기관과 나누지 않습니다.

15.   본인은 이 동의 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커리어 경험 제공자/기관이 책정한 규칙이나 규정을 어길 경우, 또는 MCPS가 정한 Summer 
RISE 프로그램 규칙을 어긴 경우, Summer RISE 프로그램에서 퇴출되고 연수비 300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16.   만약 본인이 커리어경험제공자/기관과 문제나 염려되는 점이 있을 경우, 이를 Summer RISE 프로그램 사무실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메일: summer-(rise@mcpsmd.org 또는 전화: 240-740-5599)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 동의서 제출에 따라 전자 서명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본인의 서명을 대신한다는 의미로 여름 RISE 2020 학생 동의(Summer 
RISE 2020 Student Agreement)의 약관에의 동의 표시로 등록양식의 네모란에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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