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사항 : 전 세계 COVID-19 발생으로 6 월 15 일 이전에 Radford Un

iversity에서 SRGS 이벤트를 취소하기로 한 결정이있을 수 있습니다. 

취소가 발생하면 활동 수수료가 반환되고 CampDoc 시스템에 업로드 된 

모든 건강 관련 문서가 제거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벤트가 예정대로 

또는 1 주일 지연된 시작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  
학부모 및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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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adford.edu/content/gov-school/home.html 

 
 
 

https://www.radford.edu/content/gov-school/home.html


 

2 

 

목차  

주지사의 학교 정보           3  

사명             3  

프로그램 담당자          3  

연락처 정보 / 우편          4  

온라인 등록 정보          4 

필수 양식 점검표          5  

활동 요금           5  

분실 된 키           5 

도착 및 출발 일정                     6  

체크인 절차           6  

 개회식            6 

폐회 의식           6  

결제 절차           6 

그룹            6  

지침            6  

제목 XI            7 

출석            7  

가져올 것            7  

하지 말아야 할 것           8 

행동 표준           8  

복장 지침           9  

방문            9 

휴대폰 정책           10 

안전 절차           10 

식별            10  

소방 훈련 대피           10  

교외            11 

학생 의료 / 정신 건강 및 응급        11  

학생 검색           11 

학생 서비스           11 

도서관            11 

실습 시설 및 학습 공간         11 



 

3 

 

레크레이션 시설          11 

식사 및 간식           11 

기숙사            12  

세탁            13 

컴퓨터 및 인터넷 액세스         13  

이메일            13  

개인 재정            13 

프로그램 구조           13  

예배 서비스           13 

계약            14  

Radford University로 오시는 길         14 

캠퍼스지도 및 경계                       15 

 
 
 
 

학부모 및 학생 : 캠퍼스 등록 및 도착 전에 본 안내서를 통해이 안내서를 읽으십시오

. 
 

주지사의 학교대한  

 

여름 거주 주지사의 학교에서참가자학문적 멘토 프로그램은 연방의 다양한 지리적 영역을 대표하고 

공통으로 지역 학교 기관, 또는 사립 학교에서 사용할 수없는 수준으로 학문적 추구를 탐구하는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있다. 전형적인 인문학 (HUM) 학생 일정은특정 또는 다양한에서 집중적으로 

공부 분야 낮 동안합니다. 활동에는 세미나, 특별 관심 그룹, 독립적 인 연구 및 실험실 또는 현장 

/ 현장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그룹 및 개별 활동의 학생들은 조사 및 연구를 대학 

교수, 주지사의 학교 교수 및 교직원 및 동료 학생들과 공유합니다. 프로그램의 목표에 필수적인 

저녁 및 주말 활동에는 레크리에이션, 현장 여행 및 콘서트, 학자 방문 강의, 직업 정보, 드라마 

제작, 영화, 학생 공연 및 학생들이 생각을 수집 할 수있는 시간과 같은 특별 행사 등이 있습니다. 

비공식 토론에 참여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전형적인VPA 및 공연 예술 (VPA)  학생 일정에는 학제 

간전념하는 일부 수업 / 세미나와 함께 선택된 예술 형태의 집중 학습이 포함됩니다 주제에. 워크샵

, 마스터 클래스, 리허설, 개인 레슨, 스튜디오 시간, 독립 학습, 공연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VPA 

프로그램의 일부로 예약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자체 평가 

기준을 구성해야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고등학생이 이용할 수있는 가장 보람 있고 풍부한 경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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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수 중 하나는 주지사의 학교 학생들이 개발하고 평생 동안 계속 발전 할 

우정입니다.  

 

우리의 사명  

 

주지사 시각 및 공연 예술 및 인문학 학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합니다 :  

● 자유로운 표현, 지적 호기심, 개인의 책임, 성숙 및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대학 

경험을 만듭니다.  

● 장학금 및 발견에 대한 헌신, 아이디어에 대한 상호 존중 및 개방성, 학생과 교직원 간의 

신뢰, 그리고 신뢰를 특징으로하는 관계를 조성합니다.  

● 전통적이며 현대적인 교육 기술을 활용하는 고유 한 수업을 제공함으로써 인문학 및 예술 

학습을위한 지적 안전하고 도전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 창의적 과정을 자극하고, 공동 학습 및지도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개인 및 그룹 재능을 

개발하십시오.  

 

: 표현의 자유, 지적 성장, 그리고 언론의 학문의 자유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그래서으로, 부모는 

거주 주지사의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등록을 완료하기 전에 과정 및 활동 문은 코스 내용 면제 양식 

및 부모 핸드북 긍정에서 발견 서명 "내 아이민감한 자료와 관련이있을 수있는 과정 및 활동에 등록 

할 수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프로그램 리더십 팀 

 

총재 학교장 :   Dr. R. Wayne Gallops 

커리큘럼 담당 이사:   Amy Rubens 박사 

등록 :    Will Krause Mr. 

상주 이사:    Katherine Sullivan 

부사장 :   Mr. Kelvin Gravely 

보조 상무 이사 :  Nathan West Mr. 

행정 보조 :    Katie Davis 부인 

 

연락처 정보  

주지사의 학교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 :  

온라인 : https://www.radford.edu/content/gov-school/home.html  

이메일 : rugovschool@radford.edu 

https://www.radford.edu/content/gov-school/home.html
mailto:rugovschool@radford.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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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전화 : (540) 831-5569 (이메일은 선호되는 의사 소통 방식 : 학생 이름 / 프로그램 / 

그룹 참고) 

사무실 팩스 : (540) 831-6133  

근무 시간 이후 : 

비상 전화 연락처 : (540) 270-2191  

비상 이메일 연락처 : rugovschool@radford.edu (매일 / 저녁 내내 이메일 확인) 

* 다른 대학 부서 / 사무실 / 교직원을 통해 또는 다른 부서와 통신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 

** 명확한 메모 부모 / 학생 이름-그룹 -issue-phone #통신 형식을 선호합니다  

우편 주소 : 전자 메일은:  

                         일반 우편 :    패키지 : 

                         학생 이름                   학생 이름 

                         카운슬러 이름, 그룹 번호                                 

카운슬러 이름, 그룹 # 

                         주지사 학교    주지사 학교 

                         PO Box 6968                    RU 

Station Box 6968 

                         Radford University    801 E. Main St. 

                         Radford, VA 24142    Radford University 

       Radford, VA 24142 

Radford University 실제 주소 :  

Radford University 

COV 108 

PO Box 6968 

Radford, VA 24142  

*참고: 카운슬러 그룹 번호는 Radford University 체크인시 제공되며 패키지 및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학부모는 학부모 이름, 학생 이름, 그룹 번호, 상담 교사 이름 및 전화 

번호를 알려야합니다.  

 

온라인 등록 정보  

Radford University의 주지사 학교는 두 부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캠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보 (의료 방출, 보험 정보, 수수료 등)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코스 및 

학업을위한 것이며 학생들이 일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mailto:rugovschool@radford.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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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건강 기록 시스템 인 CampDoc.com과 일반 등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반 등록은 2020 년 5 

월 18 일 오전 8시, 2020 년 6 월 8 일 오후 11시 59 분에 문을 닫습니다. 온라인 등록이 시작되면 

특별 링크가 포함 된 이메일을 받게됩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로그인, 프로필 생성, 활동 요금 지불 

또는 면제를 제출 한 다음 등록이 완료 될 때까지 다른 문서 모음으로 이동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CampDoc의 시스템은 등록, 면제, 알레르기, 약물 및 건강 정보를 안전한 중앙 위치에 통합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활동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등록 할 때 학생의 법적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학생의 선호하는 이름이나 닉네임이 다른 경우 괄호 안에 넣으십시오. 

또한 학생 건강 프로필의 모든 양식을 작성해야합니다. 보험 카드 스캔과 학생 운전 면허증을 

업로드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석자의 개인 건강 정보의 보안, 기밀 및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Radford 

University의 의료진, 주지사의 학교 책임자, 보조 책임자 및 상주 이사 만 참석자 건강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CampDoc.com 사이트는 안전하고 암호화되어 있으며 암호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기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 후 인쇄 된 정보는 파쇄됩니다. * 학생들에게 방과 

수업 일정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등록이 완료되어야합니다. * 

우리는 수업, 워크샵 및 특별 세션에 등록하는 두 번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CampDoc 등록이 

시작된 후, 인문 및 시각 및 공연 예술 학생들은 코스 등록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 된 이메일을 

받게됩니다. VPA의 과목 영역 커리큘럼 / 코스는 미리 결정되어 있습니다. 인문학 학생들은 4 주 

과정 2 개와 1 주일 워크샵 4 개를 선택해야합니다. 인문학 학생은 같은 수업을 두 번 선택할 수 

없습니다. 코스 등록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장 관심있는 코스를 선택하도록 요청 받게됩니다 (1, 2, 

3 차 선택). 그러나 학급 규모는 제한적이며 학생들의 선호도를 기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학생들이 관심을 나타내는 모든 과정에 등록 할 수 있음을 보장 할 수는 없습니다. 

 

필수 양식 체크리스트  

아래에 나열된 양식은 CampDoc.com에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완성 될 때까지 객실 배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자발적 동의서 / 코스-활동 및 콘테가면제 / 정신 건강 치료 면제NT 

✓ 의약품 양식 

✓  치료에Carilion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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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및 후면 운전 면허증, 의료 보험증 사본, 처방 카드   

✓ 승인 수업 내용 및 학생 핸드북 양식  

✓ 정신 건강 서비스 면제 

✓ 피트니스 센터 면제 

✓ 주택 설문 조사 

✓ TShirt 주문 양식 

✓ 주말 활동에 대한 면제 (학생들은 일부 활동에서 제외 할 수 있음) 

건강 정보의 정확한 공개는 필수적입니다.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SRGS에서 퇴원 할 수 있습니다. 

 

활동 수수료  

모든 주지사의 학교 참석자 들은 $200 다양한 비 학술 외출, 활동, 견학, 프로그램 및 학생의 

요구를 커버하기 위해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이 비용은통해 신용 / 직불 카드로 지불됩니다 CampDo

c.com 을. 등록 기간d.대한재활동 요금  탐구문서화 면제에 있습니다.  경우에 재정난의제공되며 Ca

mpDoc.com를 통해 사용할 수  수수료 면제 요청은 CampDoc 등록 마감 1 주일 전부터 검토 및 

승인되어 CampDoc 등록 마지막 날에 중단됩니다. 등록자 수수료 면제를받을  완료되지 전에재정적 

인 어려움 면제 요청 및 문서 요구 사항을 업로드 않으며등록 피의  가까운하세의 모든 액티비티 

요금 ($이 청구됩니다200Radford University에서 체크인하는 동안). 경우에 따라 학생의 학교에서 

학생의 수업료를 지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분실 

열쇠주지사의 학교 학생들은 방 열쇠를 책임집니다. 방 열쇠를 잃어 버리면 도어록을 다시 

채점해야합니다. 열쇠를 잃은 주지사의 학교 학생은 인건비를 충당하고 리 코어를 잠그기 위해 $ 10

0가 부과 될 것입니다. 

 
 
 
 

도착 및 출발 

절차 체크인  

체크인 될 일요일, 년 6 월 212020 사이가 (8)오전 14:00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의 컨퍼런스 

서비스 사무소에서 체크인을하도록 직원과 표지판을 제시 할 것 Heth Hall 입니다 (이 안내서의 

끝에있는지도 참조). 당신은 키를받을 등록에서 객실것이다; 따라서 P는임대 헷 홀에서 당신이 완료 

체크인 할 때까지 당신의 차에있는 당신의 소지품을 둡니다. 체크인시 학생들은 방 열쇠, 이름표, 

주지사의 학교 ID 카드 및 와이파이 액세스 코드를 받게됩니다. 체크인 후 , 주지사의 학교 직원이 

입주를 도울 것입니다. 체크인을 용이하게하고 지연을 방지필요한 주지사의 학교 양식 (통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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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해야합니다 ( CampDoc.com을하기 위해 Radford University에 도착하기 전에) “필수 양식 

위의체크리스트”참조). 학생이 음식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면 DALTON HALL에서 오후 1시에 저녁 

식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생이이 회의에 도착하여 참여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학부모와 추가 

방문자 는 오후 2시 30 분까지 캠퍼스를 떠나야합니다. 학부모가 오후 2시 30 분 전에 떠나기로 

선택한 경우, 학생들 은있어야합니다 개회식까지 기숙사 주변에 또는 기숙사 주변에. 이것은 아무도 

길을 잃거나 캠퍼스 밖으로 방황하거나 잘못 배치되지 않도록하기위한 것입니다. 피 오후 2시 45 

분에 학생들은 함께 모여 개회식에 참석하여 한 달 동안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시작합니다! 참고 

사항 : 학생들은 기숙사 학교에서 우리와 함께있는 동안 자신의 교통 수단 (자동차, 자전거, 주차 

또는 기타)을 소지 할 수 없습니다. 

 

 개회식은 

개회사 3시에 시작됩니다 :정오를.Bondurant 강당에서. 이 행사  는위한마련 학생들만을것이며 , 

학생들에게 캠퍼스와 주지사의 교직원을 알리고 주지사의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기 위해되었습니다. 입학 허가를받은 모든 학생들은 오후 2시 전에 도착하여 오후 3시 

개회식에 참석해야합니다. 

 

 폐막식  

 폐회식은 시작 년  월 (18) 117:자정을 Bondurant강당에서.짧은 폐회 연설 후에, 학생들은 학생 

쇼케이스에 참석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쇼케이스에는 각 학생의 분야 내에서 작품, 프로젝트, 

공연 및 프리젠 테이션이 포함됩니다. 학생 작품은 캠퍼스의 여러 위치에 표시됩니다. 쇼케이스 

일정은 주지사의 학교 마지막 주에 발표 될 것입니다. 쇼케이스 활동은늦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후 4 시까 지. 허용 된 모든 학생들은 지정된 모든 마지막 날 활동에 참여해야합니다. 

 

체크 아웃 절차  

학생들은오후 4기숙사에서 체크 아웃해야합니다시까 지 일 토요일 7 월 18. 학부모는 다음도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일찍 7오전시 00 분옮기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의 소지품을 기숙사 밖으로. 학생들은 

오후 1시 30 분 및 할당 된 활동이 완료 될 때까지 기숙사를 체크 아웃하고 캠퍼스를 떠날 수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폐막식과 학생 쇼케이스에 참석해야합니다. 주지사의 학교 마지막 주 동안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체크 아웃 절차가 제공됩니다. 학생이 체크 아웃하기 전에 객실을 청소하고 

모든 개인 소지품과 쓰레기를 제거해야합니다. 

 

그룹 

모든 학생은나뉩니다 각 그룹에 약 17-19 명의 학생이있는 그룹으로. 각 그룹에는 주지사 

학교에서의 경험을 통해 학생을 돕고 안내하고, 건강 검진을 수행하고, 질문에 대답하고, 여름의 

연락 지점 역할을하는 미리 지정된 카운슬러가 있습니다. 학생 그룹 번호는 등록시받은 정보 패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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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있습니다. 개회식에는 그룹 상담원이 학생들에게 소개됩니다. 각 그룹의 학생 선발은 무작위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그룹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든 학부모는 그룹 상담 교사에게 

연락해서는 안됩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해야하는 경우이 핸드북의 시작 부분에있는 연락처 정보를 

참조하여 해당 프로토콜을 따르십시오. 

 
 

지침  

모든 행동 표준과 지침은 버지니아 연방 법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집중된 학습 환경을 보장합니다. 

모든 사람, 생명체 및 개인 및 공공 재산에 대한 존중은 항상 기대됩니다. 문제 명시되지 않은 "

행동 기준"에 는처리 사례 별로됩니다. 

 

TITLE IX 

주지사 학교는 성적 위법 행위에 대한 모든보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차별, 성적 착취, 성희롱 

또는 성범죄에 대한 불만 또는보고를받은 모든 주지사의 학교 직원은 지체없이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이를보고해야합니다. Radford University의 Title IX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radford.edu/content/diversity-equity/home/title-ix.ht

ml 
 

출석  

주지사 학교의 입학 및 출석은 한 달 동안 지속됩니다. . 신중하게 고려해야 신청서를 제출하고 

초대장을 수락하기 전에 가족의 필요와 개인적인 약속을합니다. 공간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전념 할 수있는 학생 만 입학 할 수 있습니다. SRGS 신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결근은 

가족 및 / 또는 의료 응급 상황에 대해서만 부여됩니다. 입원, 중병 또는 직계 가족의 사망 또는 

학생의 질병으로결근이 허용 최대 2 일 동안됩니다. 지정 주지사의이용하시기 학교 당신이 휴학을 

요청해야하는 경우에연락처를바랍니다.  주지사의 학교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개회사에서 참석이 요구되지 년 6 월 2일에 일에마감 활동을 통해 7월 18 않으며,질병으로 인해 2 

개 이상의 학술 일에는 놓치거나 결석의 휴가를 부여. 

 

포장 

주지사 학교에 가져 

o 휴대 전화 및 충전기 

o 랩탑 컴퓨터, 무선 호환 선호, 이더넷 케이블 

o 가야 할 것알람 시계 / 시계 / 램프 (교사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휴대 전화는 교실에서 

꺼야합니다.) 

o 2-3 개의 옷차림과 편안한 캐주얼 의류 

https://www.radford.edu/content/diversity-equity/home/title-ix.html
https://www.radford.edu/content/diversity-equity/home/title-i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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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테니스 신발, 젖을 수있는 낡은 신발, 수영복 

o 댄스 용 의상. 올해의 댄스 테마는“춤을 추는 춤”입니다.  B10 년 동안는 밤을 차려 입고 

춤을 추기 위해 10 년 동안 최고의 복장 (90, 80, 70 등)을 울립니다! 

o 행거, 세탁실, 세탁 세제, 건조기 시트, 세탁 바구니 

o 베개, 담요, 엑스트라 롱 트윈 베드 린넨  

o 목욕 가운, 세면 용품, 화장지, 목욕 타월, 샤워 커튼, 미용 제품 

o 의약품 / 응급 용품 

o 청소 용품 (특히 이사 할 때) 아웃), 빗자루는,쓰레받기 

o 전원스트립 RU 정책) 아니 연장 코드 당 서지 프로텍터는 

o /)인문학 학생들을위한 악기 (옵션 

o 종이, 펜, 연필, 노트북, bookbag 

o 모든 공급훈련rainco에필요한 

o 우산 및(귀하의선 스크린, 방충제, 손전등, 리필 가능한 물병 

o 휴지통 /가방 

o 휴대용비치 타월, 여행 의자 및 / 또는 잔디 담요, 요가 매트 

o 선택 사항 : 소형 미니 냉장고, TV, 팬, 스낵 / 오렌지 / 그릇 / 접시 / 컵, 소형 전자 

레인지 (1000에서 와트) 

 
 

NOT 주지사의 학교가져 무엇 

o 자동차오기에,스케이트 보드는, 긴 판, 자전거 나 롤러 블레이드는 

o 레이저 포인터 

o 무기나 봐 - 한 - 같은 장난감 

o 알코올, 불법 약물, 또는 담배 제품 

o 양초, 향, 일치 또는 아무것도 가연성 

o 토아을ster 오븐 또는 커피 메이커 

o 애완 동물  

 

행동 표준  

선택된 학생 은대사 학교 및 학군 또는 지역의입니다. 주지사의 학교 학생들은 항상 동료 학생들과 

교직원에 대한 예의와 존 중심을 보여야합니다. 내키지 또는학생. u규칙의따라 네이블참석초대를 

거절한다 주지사의 학교  징계 구조를 다음  표준 및 가이드 라인을 따라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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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준수하지 않을 경우 S의tandards의 즉시해고가 발생합니다 :  

o 학생들은 소유하지 않는다 또는 사용 알콜 또는 불법 약물 

o 학생들은 연기, 사용 또는모든 담배 제품을 소유하지 vapes을 포함한않는다.  

o 학생들은 어떠한 종류의 무기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o 학생들허가없이 언제라도 캠퍼스 나 지정된 지역 은 ResLifeDirectors의을 떠나서는 

안됩니다. 

o 학생들은 강사 나 주지사의 학교 직원 감독 / 동의 없이는 지정되지 않은 구역 / 건물에 

출입 할 수 없습니다. 

o 학생들은이성 주거 지역을 방문하거나 다른 그룹이 거주하는 홀에 입장해서는 안됩니다 

특정한 허가와 감독없이. 

o 학생들도둑질는 안됩니다 하거나 은 소유자의 허락없이빌려서.  

o 학생들은 캠퍼스의 카운슬러, 교수, 교직원, 발표자, 학생 또는 기타 사람들을 무례하고 

무례하게 대우하거나 다른해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하도록 권유. 

o 학생들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상시키지 않아야합니다.  

o 학생들은 어떠한 폭력 행위도 저 지르지 않아야합니다 ( 신체적으로 또는 구두로) 또는 

휘발성 행동. 

o 학생들은 괴롭힘 (사이버 또는 구두)에 참여하거나 염증 / 성적으로 노골적인 밈, 

텍스트, 사진을 게시하거나 어떤 플랫폼에서나 욕설 / 인종 비방이나 의견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o 학생들은 의해 동반 한 차량이나 타고을 가져올 수 G오vernor의학교 직원에없다.  

o 학생들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않습니다. 관여하거나 돈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나타내는 자신의 신체에 어떤 표시를이것은 포옹과넘어서는 것 이상으로 정의됩니다 

손을 잡고.  

o 학생들은 주지사 학교, Radford University 및 버지니아 연방에 대한 모든 정책,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이러한을 준수 할 수 없거나 준수하지 않는 학생행동 

표준은 해고 되며 학부모 / 보호자는 학생을 기숙사 또는 RU 경찰서에서 즉시 

픽업합니다. 

 

주지사의 학교 구조의 일부로서, 안전과 학습 환경에 대한 존중을위한 특정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침 적절한 징계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o 학생들은 오후 9시 30 분까지 지정된 기숙사에 체크인하여 체류  

o 해야합니다. 학생들은 오후 11시에서 7시 사이에 지정된 방에 머물러야합니다. : 00 am 

예외는 개인 또는 건물 비상 사태, 또는 학생들이 카운슬러에게 통금 시간을 알릴 

예정된 저녁 활동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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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학생들은 매일 밤 지정된 방에서 자야합니다.  

o 학생들은 언제든 밤에 떠날 때 지정된 방을 잠 가서 개인 소지품을 보호해야합니다.  

o 학생들은에한다-시간과 예약 된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학생들은 카운슬러에게 알려야합니다.  

o 학생들은 외부 기숙사 문을 열거 나 화재 경보 또는 장비를 조작해서는 안됩니다.  

o 학생들은 비 주지사의 학교 손님을 캠퍼스에 방문하도록 초 대해서는 안됩니다.  

o 학생들은 항상 자신의 이름표를 올바르게 착용해야합니다 (지사 교직원 또는 강사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o 학생은 복장 규정을 준수하고 요청하면 변경해야합니다. 

o 학생들은 체크인 또는 수업에 늦지 않아야합니다. 체크인 또는 수업을 

o 건너 뛰지 

o 않아야합니다. 학생들은 시위, 승인되지 않은 시위 또는 명예 훼손 연설에 참여하지 

o 않아야 

 

합니다.조합 지침을 위에 나열된하면 다음과 같은 징계 조치를받을 수 있습니다. 

o  1 차 및 2 차 위반은 구두로 경고하고 부모 / 보호자와 접촉 할 수 있습니다. 

o  세 번째 위반은 서면 경고, 상임 이사와의 회의, 학부모 / 보호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o  네 번째 위반은 서면 경고, 상주 이사와의 회의 및 부모 / 보호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CAPS 

서비스 및 / 또는 행동 목표 계약에 가능한 약속 

o 추가 위반 및 행동 목표 계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고 될 수 있습니다. 

o 주지사의 구조, 표준 및 지침에 대한 무례하고 무례하며 분개 한 행동은 해고 절차를 

촉진 할 수 있습니다. 이 핸드북에 명확하게 설명되어있는 기대와 징계 구조를 따르고 

싶지 않은 학생들은 참석을 권유하지 않아야하며, 학교와 학군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학생에게 그 직책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거나 만성적 인 위반의 경우 일부 단계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프로그램에서 

해고되어야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는 거주 담당 이사 및 / 또는 SRGS 이사에게 연락하여 즉시 

학생을 데려 가야합니다. 위법 행위의 성격이 심각한 경우 (예 : 불법 또는 휘발성 활동) 학생은 

학부모 /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RU 경찰서에 배치 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있는 변동성 

에피소드를 완화하기 위해 학생이 부모가 캠퍼스에 도착할 때까지 부모님이 출근 중이라는 

알림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재 프로그램 VDOE 사무소는 SRGS에서 해고 된 학생의 이름과 징계 

사유를 받게됩니다. 주지사의 학교는 정당한 사유로 표준 또는 지침을 위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경우 승인 된 직원이 통지없이 학생의 방에 들어올 권리를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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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지침서  

존중보장하기 위해 하고 전문적인 학습자 커뮤니티와 학습에 도움이되는 환경을주지사 학교는 학생 

복장에 대한 다음 지침을 설정합니다.  

o 복장은 단정하고 편안하며 겸손해야하며 학생이 근무할 환경에 적합해야합니다. 공부.  

o 학생들은옷을 피해야 1 인치 이상, 등, 뒤 또는 속옷이있는합니다.  

o 학생들은 가볍고 대부분 캐주얼 한 복장과 콘서트 및 리사이틀에 적합한 복장을 

가져와야합니다.  

o 에어컨이 설치된 기숙사와 교실 공간은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운동복 또는 가벼운 

재킷이 권장됩니다.  

o 신발과 셔츠는 항상 착용해야합니다.  

o 학생들은 젖을 수있는 적당한 수영복과 신발을 가져와야합니다. 수영복은 지정된 수상 

활동 중에 만 착용해야합니다. 

o 학생들은 불쾌감을주는 그래픽 문구, 기호 또는 삽화가있는 의상을 가져 와서는 

안됩니다.  

o 주지사의 학교 직원은 학생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의복을 갈아 입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방문  

외부 방문자는 주지사의 학교 중 언제든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가족과 친구가 포함됩니다

. 여기에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Works In Progress"리사이틀과 콘서트도 포함됩니다. 주지사의 

학교는 학생들이 최소한의 위험과 방해 요소없이 공부하고 서로를 알 수있는 안전하고 응집력 있고 

독립적 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주지사의 학교 마지막 날에 실시 된 

쇼케이스에 참석하도록 권장됩니다! 

 

학생을 위해 물건을 가져 가야 할 경우, 주지사의 학교 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 (위의 지침에 따라 

이메일을 선호 함). 그러면 상주 이사가 귀하를 만날 시간이 설정됩니다. 방문객 (부모, 친구 등)은 

물건을 떨어 뜨릴 때 학생들을 볼 수 없습니다.  학부모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GovSchool 

사무실에 연락 할 수있는 이름, 학생 이름, 그룹 번호, 상담 교사 이름, 전화 번호를 알려야합니다. 

다시 한번, 이메일이 선호되는 커뮤니케이션 형식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모 / 학생은 다른 대학 사무소에 연락해서는 안됩니다. SRGS 직원의 연락을 

받고 물건을 떨어 뜨릴 시간과 장소를 알리지 않는 한 물건을 가져 가지 마십시오.  RU 우체국은 

버지니아 주 (공휴일, 주말, 긴 주말 7 월 4-5 일로 지정된) 공휴일 또는 직원 휴무일에는 영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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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 학생에게 시간에 민감한 패키지를 발송하는 경우 ResLife에 알려주십시오. RU 우체국이 

열리도록 패키지를 보내기 전에 직원 

 

휴대 전화 정책  

학생들은 있지만이지만있지만 휴대 전화휴대 전화 사용은휴대 전화는휴대 전화 다소 를 가지고 다닐 

수제한적를 가지고 다닐 수를 보관해야합니다. 각 클래스입니다.사용의시작 휴대 전화 창문, 공연, 

영화, 등의이벤트에서금지 사이트디자인을마시 고 그룹 부분에,그러나 때때로 강사는 학습 경험을 

촉진하기 위해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이 휴대 전화를 사용하도록 초대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화 권한이 손실됩니다. 부모 / 보호자가 하루 동안 학생에 문의해야하는 

경우, 그들은주지사의이메일을할 수 있습니다학교 사무실에 rugovschool@radford.edu에서 보내거나 

(540) 주지사의 학교 사무실로 전화 831-5569에서(이메일선호). 비상 사태의 경우, 부모 / 보호자는 

(540) 831-5500설리번에캠퍼스 경찰을 호출하여 학생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또는 270-2191에서 (54

0)  수석 레지던트 이사 캐서린  

 

안전  

절차의모든 주지사의 학교와 래드 포드 대학 정책과 절차를 항상준수해야합니다. 

식별  

각 학생은 등록시 이름 배지를 받게됩니다. 주지사의 학교 학생의 이름 배지와  캠퍼스 떨어져 

제대로 항상착용해야합니다. 식당에 들어가야하며 모든 활동이 필요하며, 교수진과 교직원을 

정확하게주지사 학교가 여름 동안 캠퍼스를 방문하는 유일한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이 학생식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 조치를 받게됩니다. 

 

및 대피  

소방 훈련소방 훈련 및 대피 절차는 프로그램 시작시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안전을 위해 학생들은 

주지사의 학교 직원, 대학교 공무원 및 / 또는 응급 요원이 제공 한 모든 지침을 준수해야합니다.  

 
 

캠퍼스 외부  

학생들은 프로그램 시작시 캠퍼스 경계에 대해 정보를받습니다. T그는 "경계지도는"이 책자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학생들은경계를 지정 둡니다하지 않을 수 오n 개의 주지사의 학교 

동반하지 않는캠퍼스 직원이나강사있습니다.이를하지 않으면 준수 에서 즉시프로그램종료됩니다. "

범위를 벗어난"영역에는 캠퍼스 내의 모든 건설 영역이 포함됩니다. 

 
 
 

mailto:rugovschool@radford.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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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의료 및 응급 상황  

에 관계없이 모든 질병은 주지사의 학교 거주 상담원에게 즉시보고해야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생들은 캠퍼스의 학생 건강 클리닉, 긴급 치료로 안내됩니다 치료를위한차 / 또는 Carilion 평가 

및 뉴 리버 밸리 의료 센터. 질병이나 부상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학생들은 

주지사 학교 직원에게 알리고 (540) 831-5500으로 전화하여 즉시 캠퍼스 경찰에 연락해야합니다. A

부터 R의esident의 D의irector 또는   현지 구조 팀은 (상황에따라) 대학에서학생을 수송 할 Carili

on 뉴 리버 밸리 의료 센터의 위치IX 래드 포드 분에것이다.  

학생 건강 센터는 코 페이먼트 $ 55가 필요합니다. 학생 건강 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학생이 

지불금을 송금 할 준비가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지사의 교직원 은없이 구입할 수있는제공하거나 투여하지 않습니다 처방전처방약 을 학생에게. 

필요한 경우 이러한 유형의 약물을 가져와야합니다. 여기에는 Tylenol, Ibuprofen, 충혈 제거제, 

항히스타민 제, 국소 크림 및 기타 약물이 포함됩니다. 주지사의 학교에 도착하면 학생의 병력과 

정보가 최신 상태 여야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처방약,식이 제한 및 알레르기가 포함됩니다. 

학부모완전하고해야 정확하게 작성 는제공된 의료 양식을 CampDoc.com에합니다. 온라인 등록 

과정에서 개인 보험 정보 사본, 처방전 카드, 처방약 관리 허가서 및 운전 면허증 또는 사진이있는 

신분증과 함께이 양식을 작성해야합니다. 모든 건강 정보는 기밀로 간주되며 알 필요가있을 경우 

적절한 주지사 학교 직원 및 건강 관리 제공자와 만 공유됩니다. 

 

학생 정신 건강  

래드포드 대학 [1] 000@mydaily.co.kr [사진 = 한방=이예은, 명보= 이예은, 사진= 더위 래드포드 

대학의 평가 및 심리 서비스 센터 (CAPS)는 또한 비 위기 상황에 개입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SRGS 디렉터는 CAPS와 협의하여 SRGS 프로그램에서 학생의 지속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학생의 정신 건강이 SRGS 경험에 도움이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학부모 / 

보호자 (또는 지정인)는 SRGS 이사 사무실에서 그러한 의사 소통 후 24 시간 이내에 자녀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그것은 필수 부모는 기밀 CampDoc 포털을 통해 이전 정신 건강 에피소드를보고. 

학생의 진정한 정신적/ 정서적 치료와 기준을 보고하지 않는 것은 주지사 학교 직원이 학생과 

적절하게 상호 작용하고 학생을위한 안전하고 긍정적 인 경험을 준비하는 능력을 손상시다. SRGS는 

정신 건강 목적으로 처방 된 약물에 대한 외래 환자 치료를 제공하거나 조정을 감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정신 건강 관리가 필요한 학생의 학부모는 참석 초대를 수락하기 전에 적절한 정신 

건강 전문가, 의료 전문가 및 주거 주지사 학교의 이사와 상의해야합니다. 

 

학생 검색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배우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규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지사 학교 직원의 교직원 및 교직원은 학생이 불법적이거나 승인되지 않은 자료를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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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마다 학생의 개인 및/또는 개인 적 소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 학교는 버지니아 교육부의 학생 검색 지침및 표준을 준수합니다. 불법 물품이 

발견되면 주지사 학교 직원은 사건을 래드포드 대학 경찰서에 보고하고 형사 고발은 프로그램에서 

즉시 해고 될 수 있습니다. 

학생 서비스 

라이브러리 

맥코넬 도서관은 여름철에 매일 운영됩니다. 주지사의 학교 학생들은 주지사 학교 카운슬러의 

감독하에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책(메인 컬렉션)은 체크아웃할 수 있으며 4주 이내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분실/늦은 책은 하루에 $0.2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책(인기)은 체크아웃할 수 

있으며 2주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분실/늦은 책은 하루에 $0.2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DVD와 CD

도 체크아웃할 수 있으며 1주일 이내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분실 /늦은 DVD / CD의 벌금은 $ 1.00 / 

일 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출 기간에 관계없이 총재 학교가 끝날 때 캠퍼스를 떠나기 전에 모든 

자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인쇄는 라이브러리에도 있습니다. 
 

실습 시설 및 학습 분야 

연습 시설 및 학습 영역은 필요에 따라 주지사의 학교 학생 사용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시설에 있을 때 카운슬러 또는 교사의 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된 시간 이외에 학생이 감독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적절한 징계 조치가 취해집니다. 
 

레크리에이션 및 피트니스 시설 

일부 대학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학생 레크리에이션 및 웰니스 센터를 포함하여 학생 사용을 위해 

예정된 그룹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레크리에이션 및 웰빙 센터 정책에 따라, 주지사의 

학교 학생들은 역도 활동 면제 옵션이 부모에 의해 서명되지 않는 한 자신의 시설에서 무료 

웨이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생은 이미 무료 웨이트를 사용하도록 훈련, 학생은 감독 웨이트 

트레이닝 세션에 대한 예정이다. 축구, 축구공, 프리스비, 에어로빅/요가 복장, 매트 등과 같은 

장비를 지참할 수 있습니다. 주말 활동에는 하이킹/강/호수 나들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테니스 화, 수영복, 젖은 신발을 지참해야 합니다. 참고: 테니스 및 수영 시설은 주요 RU 캠퍼스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주지사 학교 학생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식사 및 간식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식사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 00분까지 저녁 식사로, 

프로그램의 마지막 식사는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5분 까지브런치입니다. 

평일에는 1일 3회, 주말에는 브런치(오전 10시 30분부터)와 저녁 식사 등 2끼가 제공됩니다. 

기숙사와 교육 건물에는 자동 판매기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부패하기 쉬운 간식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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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식품 보관 용기를 제공하십시오. 학생들은 또한 1000와트 이하의 

전자레인지 및/또는 소형 냉장고를 지참할 수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에는 풀 뷔페, 육류, 

단백질, 채소, 과일, 시리얼, 사막 등이 포함됩니다. 도착 전에 특별 식단 요구 및/또는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지사 학교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링크에 있는 학생 의료 정보 

양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추가 식이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경우, 주지사 학교 사무실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6월 21일 일요일 오후 1시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기숙사 

모든 레지던스 홀에는 에어컨이 완비되어 있으며, 엑스트라 롱  트윈 침대(비닐 로 덮인), 책상, 

책상 의자, 옷장, 옷장 및 블라인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객실에는 세면대, 샤워 시설, 거울, 

화장실이 구비된 전용 욕조 1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객실에 포함된 유일한 아이템입니다. 모든 

레지던스 홀에는 세탁 시설, TV가 구비된 라운지 공간, 공용 주방 공간, 음료 및 스낵 머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주 카운슬러는 학생과 동일한 기숙사에 거주하며 항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학생에게 룸메이트 1명이 배정됩니다. 주지사 학교는 룸메이트 과제를 할 것입니다. 룸메이트 

요청은 존중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제는 거의 항상 입주일까지 변경되기 때문에 

룸메이트와 사전 접촉을 갖지 않습니다. CampDoc 등록에 포함된 주택 설문조사는 직원들에게 방 

과제를 알려줍니다. 모든 남성은 하나의 기숙사에 배치되며 모든 여성은 다른 기숙사에 배치됩니다. 

남녀 학생의 방 간 방문은  언제든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 주택 숙박 시설이 필요한 경우 

주택 조사에 유의하거나 주지사 학교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학생들은 주지사 학교 동안 기숙사 

방과 공유 영역의 관리 및 보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객실 또는 기타 대학 재산에 대한 손상은 

학생의 비용으로 수리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방을 장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테이프 

또는 손톱은 벽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잔류물 없음" 포스터 테이프 또는 유사한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추가 기숙사 규칙은 카운슬러에 의해 학생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기숙사 건물 내에도 

게시됩니다. 

 

세탁 

모든 레지던스 홀에는 세탁기, 건조기, 세탁 세면대가 구비된 세탁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다리미와 다리미판은 세탁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세탁 장비를 작동하기 위해 

분기및 세제를 가져와야합니다. 학생들은 주지사 학교에서 자신의 세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탁 

시설은 다른 주지사 학교 학생들과 공유되며, 기계에서 의류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세탁 시설 비용:  세척- $1.75, 드라이- 적중당 $1.50. 

 

컴퓨터 및 인터넷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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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드포드 대학교는 무선 캠퍼스로, 주지사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목적으로 컴퓨터 실습실과 인터넷 

접속을 제공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할 때 학생들은 책임감 있고 윤리적이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며 래드포드 대학이 수립한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컴퓨터는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컴퓨터 실습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노트북과 태블릿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체크인 시 기술 담당자를 통해 학생들이 래드포드 대학교의 인터넷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캠퍼스에 무선 랜으로 학생들을 설정하는 동안, 이더넷 

코드는 강력하게 학생이 인터넷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일 주소 

주지사 학교와 래드포드 대학은 기존의 웹 기반 이메일 계정 (야후, Gmail 등)을 가진 학생들에게 

이메일 액세스를 허용하지만, 개별 래드 포드 대학 이메일 계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 재정 

SRGS에 참석하기 위해 선발 및 초대를 영광으로 학생으로, t그는 교육의 버지니아 학과, 래드 포드 

대학, 지역 학교 부서는 모든 교육 비용을 기금.  교과서와 독서 자료가 제공됩니다. 개인 지출을 

위한 소액의 돈을 권장합니다.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ATM도 있습니다.    CampDoc을 통해 등록시 $

200의 활동 비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구조 

학생들은 평일7:00m부터,   주말에는 10:30m부터m 아침 과 아침 활동을 합니다. 수업은  평일 9:

00~5:00m  m에  운영되며,  학생들은 저녁과 주말에 감독된 활동에 참여합니다. 점심식사는 평일 12

:00pm에서 1:00 pm  사이에 제공됩니다. 저녁 식사는 매일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제공됩니다. 브런치는 주말에 오전 10시 30분과 정오 사이에 제공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감독 될 

몇 가지 교외 활동을해야합니다, 학생들은 참석하고자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신봉된 모든 철학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SRGS 프로그램 내의 담론은 인간의 조건에 대한 

철학적, 정치적 또는 종교적 견해에 관계없이 모든 플랫폼을 개방적이고 존중합니다. SRGS는 학문의 

언론의 자유를 지원하며, 학생들이 대학 분위기에서 알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도전하고 

노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배 서비스 

래드포드 대학의 주지사 학교의 학생들은 자신의 영적 필요에 참석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 종교 단체는 캠퍼스에서 도보 거리에 있습니다. 이 회중 중 한 교회에 참석하기로 선택한 

학생들은 주지사 학교 카운슬러와 동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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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주드 가톨릭 교회 

유니티 기독교 교회 

여호와의 증인 왕국 회관 

 오아시스 교회그로브 연합 

감리교회 

제일침례교회 

* 이러한 기관에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도착 전에 주지사 학교 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알림: 주지사의 학교 학생은 주지사 학교 직원과 사전 적절한 동의가 문서화되지 

않는 한 서비스로 이송될 수 없습니다. 

계약 

축... 래드포드 대학의 여름 주거 주지사 학교에 초대된 것은 큰 영광입니다! 최소한의 

활동 비 외에도 버지니아 교육부, 지역 교육구 및 래드포드 대학은 SRGS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학생들의 비용을 흡수합니다 (학생 당 약 $ 2600.00).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는 이 지침서에 설명된 적절한 방법으로 GovSchool 사무실에 연락해야 합니다. 우리가 

GovSchool에서 즐기는 대학 분위기의 일환으로, 부모는 과잉 보호, 위압적 또는 지나치게 

통제하는 행동에 관여하지 말것을 요청받습니다. 래드포드 대학에서 SRGS 프로그램의 

운영은 복잡하고 학생과 부모가 주거 주지사의 학교 리더십에 의해 장소에 넣어 환경과 

프로토콜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방해, 교수진, 및 직원. 래드포드 대학의 여름 주거 지사 

의 시각 및 공연 예술 및 인문학 학교에 참석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이 통해 읽은 부모와 

학생으로 확인,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프로토콜과 절차를 따르는 데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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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드포드 

대학교로 가는 길 

81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109

번 출구를 타고 1

77번 국도/타일러 

애비뉴로 가세요. 

타일러 애비뉴에 

켜고 래드 포드에 

따라. 캠퍼스의 

가장자리는 세 

번째 신호등 (

제퍼슨 스트리트)

에 있습니다. 

제퍼슨 

스트리트에서 

우회전하여 

지정된 체크인 

장소로 표지판을 

따라 가십시오. 

우리는 6 월에 여러분모두를 만나기를 기다릴 수 없어!   

하루에 이동지도에 : 여자 기숙사는 모펫 홀, 소년 기숙사는 볼링입니다. 입주 및 외출 가능 

주차장에는 M, HH, N(도미토리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이 있습니다. 등록은 헤스 홀에 

있을 것입니다. 차량에서 아이템을 제거하기 전에 헤스 홀에 등록하십시오. 

경계의 지도 (지도 키): 

* 주간 경계 (7am-7pm) 다크 블루  

* 기숙사는 라이트 블루로 동그라미로 표시됩니다. 

* 야간 경계 (7pm-9: 30pm)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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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가 포함된 건물은 검은색으로 동그라미로 표시됩니다. 

* 학생 건강 및 웰빙 센터는 레드 * 식당 / 푸드 코트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 동그라미가 없는 모든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교사 나 카운슬러가 동반하지 않는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