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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일드케어의 요금은 년간 정액으로 이메일로 청구서를 받으실 것입니다. 
• 매클라스마다체크인 기록지에 사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는 여러분의 자녀의 안전을 위하는 일입니다.자녀의 이름이 체크인 기록지 명단에 없다면 직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의 소지품(기저귀가방,주스컵,간식등)에는 자녀의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에게 특별한 요청사항이 있거나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다면 케어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요. 
• 여러분의 자녀는 이름표 두개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옷에 부착하고 다른 하나는 가방에 부착하여 주십시요. 매 주 이름표를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의 간식을 가져와도 좋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간식과 쥬스컵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를 차일드케어에 맞기실때   beeper 를 드립니다.자녀에게 필요할 경우 차일드케어 담당자가 수업중에 여러분께 비퍼로 연락을 드립니다.비퍼에 불이 들어오고 비퍼가 진동하면 차일드케어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 차일드케어 담당자의 시간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수업이 끝나면 즉시 차일드 케어에서 자녀를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차일드케어에 오지 않고 집에서 쉬어야 할 경우 ;  저희는 교회와 학교로서 저희가 돌보는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 자녀를 집에서 쉬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아이가 열이 화씨 100.4 도 (섭씨 38 도)이상으로 나고 있거나  지난 24 시간동안화씨 100.4 도 (섭씨 38 도)이상의 고열이 계속 되었다면,  
• 아이가지난 24 시간 내에 설사나 구토를 한 경우 
• 녹황색 콧물이 나오는 경우 
• 불확실하거나  전염가능한 발진이 있는 경우 
• 깊고 지속적인 기침을 하는 경우 약을 복용하지 않고 24 시간 이상 위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다시 케어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차일드케어 결석에 대해 아이가 아프거나 휴가를 가거나 엄마가 수업에 올 수 없는등의 이유로 아이가 차일드케어에 결석하게 되면 조속히 차일드케어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차일드케어가 더 이상 필요없게 되면 (이사를 거가나, 아이가 학교에 다니게 되거나, 여러분 자신의 수업을 그만둘 경우)수업 담당자와 차일드케어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 :  비상대피  화제나 다른 위험 상황으로 건물에서 대피를 해야할 경우,자녀를 데리러 차일드케어 방으로 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성 마태오 스태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안전하게 대피시킬 것입니다.출석을 파악하고 모두가 건물밖으로 대피한것이 확인 된 후에,여러분의 자녀와 파킹랏에서 만나게 됩니다.모든 아이들과 인터네셔널 프랜즈 수업참가자는 건물에 재 입장이 가능하게 될때까지 모두 H.O.M.E (흰색집)으로 이동합니다.  토네이도나 심각한 날씨 상황 여러분의 수업이 304 호 교실일 경우, 여러분과 복도에서 자녀들이 만날 수 있도록 복도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니 신속히 지하실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닌다.그럴 만한 시간이 없으니,자녀의 소지품을 가지러 차일드케어 방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요.지하실에는 유모차를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다른 건물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성 마태오 교회 스태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실로 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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