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과 보안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 모든 인솔 자원봉사자/사프론은 
본인에게 해당하는 OEEP 인솔 
자원봉사자/사프론 공개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모든 자원 봉사자를 위해 
MCPS 웹사이트에 준비되어 있는 '아동 
학대아 아동 방치의 인식, 보고,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숙박을 하는 모든 
자원봉사자는 의무적으로 신원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들은 것은 잊으나  
 보는 것은 기억하며  
  행한 것은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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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환경 학습 프로그램의 인솔 

자원봉사자/샤프론의 역할 

인솔 자원봉사자 
/샤프론은 우리 
교육구, MCPS 의 
6 학년 숙박 야외 
환경 학습 프로그램 
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솔 자원봉사자 
/샤프론은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 을 
도와주며,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결을 
강화시켜줍니다.  프로그램을 위해 인솔 
자원봉사자/샤프론은 많은 도움과 
혜택을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과 
가치있는 지식을 통해 학생의 학생의 
학습을 향상 시켜줍니다. 

인솔 자원봉사자 /샤프론은 프로그램의 
교습을 돕고 "키친 파트롤'인 학생, 저녁 
행사, 기숙사 생활 등 수업 외의 활동을 
감독합니다. 

MCPS 교직원과 학생 모두는 우리인솔 
자원봉사자/샤프론이 해주시는 "야외 
환경 학습"에서의 역할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솔 자원봉사자/샤프론의 일반적 
기대 

야외 환경 교육의 경험은 학교 수업의 

연장선입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제일 

기억에 남는 학교생활의 하나가 되곤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우선 

순위는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도전적 

이며 높은 수준의 교육적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샤프론은 학교와 야외 학습 

교육 담당자와 이러한 환경을 조성 

하도록 함께 일해야 합니다.   

인솔 자원봉사자/샤프론의 역할 
샤프론은 학생들의 롤모델입니다. 

학교 환경에 맞는 행동과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 처신해야 합니다. 
 

좋은 샤프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학생과 성인을 존중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문제나 염려가 되는 점은 

바로 MCPS 교직원과 의논 

합니다. 

 항상 학생들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학생들은 어른의 명확한 지시와 

지도를 바랍니다.  샤프론은 일관 

되고 교사와 다른 샤프론과 긍정적 

인 관계를 조성합니다. 

 

모든 MCPS 소유지에서는 알코올, 

흡연, 불법적인 물건이나 약물을 금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는 숙박 야외 환경 학습 교육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 샤프론 또는 

학생보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프로그램에서의 필요, 필요 

한 샤프론의 수, 숙박이 가능한 성인 

의 수를 포함한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성인이 샤프론을 

희망할 경우, 참여할 학교의 담당 

교사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Outdoor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5110 Meadowside Lane 

Rockville, Maryland  20855 
 Phone: 301-924-3123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curriculum/outdoo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