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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안내서

2018-2019학년도
본 안내서는 교육청 웹사이트 www.abcusd.k12.ca.us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학부모 안내
ABC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안내서는 다양한 교육청 양식의 권리, 책임, 그리고 승인과 관련된 학부모,

보호자, 그리고 학생에 대한 연간 통지입니다.
안내: 86페이지의 양식승인 진술을 검토하십시오. 본 안내서의 최종 페이지에 있는 양식 승인 답변지'
`

를 사용해 각 교육청 양식에 대해 '네'(Y), 또는 '아니오'(N)로 마크해 답변합니다. '양식 승인 답변지'를
학교에 제출하고 안내서와 양식을 기록을 위해 보관해 주십시오.
(개정 7/18-18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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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 및 보호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ABC 통합 교육청의 2018-19학년도를 시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각
새학년도는 교육청 내 21,000 명과 함께 항상 많은 기대와 흥분으로 시작됩니다. LCAP는 캘리포니아 내
모든 공공학교에 대해 주의 '8개 우선사항'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이러한 노력에 대한 임의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희 교육청이 현재 진행중인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희는 가장 중요한 책임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으며, 그것은 곧 교육 및
학습입니다. 저희 교육청의 사명은, 안전하고 지원에 협력적인 환경에서 혁신적이며 품질이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평생 학습자들,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육청 지역 통제 책임 계획(LCAP)의네 번째 해에 해당합니다. LCAP는캘리포니아 네 모든
공공학교에 대해 8개의 우선사항을 다루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교육청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저는 지속적인 개선을 가치있게 여기며 발전을 위해 교육청 내 모든 핵심 이해 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계속하여 진행함에 따라 더 유익하고 더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청 웹사이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격월로 발행되는 e-뉴스레터인 교육청 개요(District Digest)를 찾아 보십시오. 교육청의
트위터(@abcsupt)를 팔로우 하시면서 교육청 내에서 열리는 행사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기초 학습을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기반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학부모, 공동체 구성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연간에 걸친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

교육감 Dr. Mary Sieu
트위터: @ABCSu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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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통합 교육청 지도

출석
중앙화된 출석 통지 시스템
모든 ABC 통합 패밀리는 교육청 중앙화 학생 출석 통지 시스템의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그 목적은
학부모에게 적극정인 방법으로 학생들의 출석 기록을 서면으로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간섭에 의한 보다
심각한 출석 문제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중앙화된 학생 출석 통지 시스템이 학생들의 적절한 사유 없는 결석 3회
시, 사유 없는 결석 6회 시, 그리고 사유 없는 결석 12회 시와 같은 간격으로 학부모에게 자동으로 메일을
발송합니다.(교육법 48260.5를 참조할 것)
장기 결석자
"장기 결석자"는 결석한 일수가 10% 이상인 학생으로, 학생이 결석 한 총 일수를 학생이 재학한 총 일수로
나누어 값을 산출하며, 학생이 재학한 총 일수에는 학교가 실제로 가르쳤고 학교는 정규 학교의 수업 시간에
실제로 가르쳤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2) 가능할 경우, 48070.6에 의거하여 요청되는 중퇴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장기 결석자 비율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의무 교육
교육법 48200에 의거하여,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6-18세의 학생은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학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의 교육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교육법 48204는 '복지 및 시설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 관할 구역 내에서 양육 가정, 또는 허가를 받은 아동의 시설에 의해 준수되어야 합니다.
ABC 통합 교육청은 학부모에게 자녀가 학교에 규칙적으로 출석하고 의료 및 기타 예약을 방과 후, 또는 학교
휴일 중으로 일정을 잡도록 요청합니다. 교육청은 또한 학기 중의 여행, 또는 그 밖의 결석을 피하도록
요청합니다. 결석하게 될 경우, 학생은 학교로 돌아올 때 가정으로부터 서면 사유서를 가져오도록 요쳥받습니다.
사유가 있는 결석
학생은 법정 출두, 종교에 의한 휴일, 또는 종교 의식의 수락, 채용 회의, 질병, 군 복무 중인 직계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한 시간, 의료 관련 예약, 또는 교육 회의 등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로부터 결석의 사유를 인정받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학교에 결석하는 학생은, 합리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결석 기간 동안 수행하지 못한 과제 및 치르지 못한 시험을 완료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완전한 크레딧이 주어져야 합니다.[교육법 48205] 3 일 이상의 기간 동안 물리적 교육 사유를
요구하는 모든 학생들은 가족 주치의가 사유에 대해 진술한 서면 요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법(§) 48205절 사유가 있는 결석
(a) 제 48200절에도 불구하고, 결석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에서 그 사유를 인정받습니다.
(1) 병이 원인인 경우.
(2) 카운티, 또는 시 보건 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격리된 경우.
(3) 의료, 치과, 검안, 또는 척추 지압 서비스 제공 목적.
(4) 직계 가족 구성원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한 목적의 결석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시되는 경우에는
하루 이상, 캘리포니아 주 밖에서 실시되는 경우에는 3 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5) 법에 규정된 방식에 의한 배심원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6) 수양 부모 슬하 자녀의 수업 시간 중 질병, 또는 의료 예약의 경우.
(7) 법정 출두, 장례식 참석, 종교, 또는 종교 의식 휴가, 종교 수양회 참석, 취업 회의 출석, 또는 법원 출석,
또는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입법, 또는 사법 절차에 관한 교육 회의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학부모나
보호자가 서면으로 요청하고, 학교장이나 지정 대리인이 학교의 통일 표준에 기준해 승인한 경우.
(8) 선거법 제 12302 절에 따라 선거구의 선거 위원으로 봉사할 목적의 경우.
(9) 49701절에 정의된 대로, 제복을 입고 수행하는 서비스의 현역 일원인 학생의 직계 가족이 의무를 위해
호출되었거나 출국하거나 즉시 귀국, 또는 전투 지역으로의 배치, 또는 전투 지원 위치 등으로 떠나야
할 때 해당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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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락에 의거해 인정된 결석은 일정 기간 동안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교육 청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b) 이러한 조건으로 학교에 결석하는 학생은, 합리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결석 기간 동안 수행하지 못한 과제
및 치르지 못한 시험을 완료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완전한 크레딧이
주어져야 합니다. 학생이 결석한 수업의 교사는 결석 동안 학생이 놓친 시험 및 과제에 상응하는 시험 및
과제를 결정해야 하며, 해당 시험 및 과제는 학생이 결석 기간 동안 놓친 것과 반드시 동일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c) 이 조항의 목적에 있어, 종교 의식 참여는 한 학기 당 4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d) 이 조항에 따른 결석은 평균 일일 출석 계산에 결석한 것으로 간주되며 주 배당 지급 조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 이 조항에서 언급된 "직계 가족"은 제 45194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나, "종업원"에 대한 언급은
"학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주에 의해 개정됨. 2011, Ch. 610, 1절 2012년 1월 1일 발효)
사유 없는 결석/무단 결석
전체 의무 교육 시간에 참석하는 학생, 또는 의무적으로 계속 교육을 받는 학생이, 한학년도에서 사유 없이 3일 이상
결석, 또는 지각하는 경우, 또는 또는 학교 수업 중 30 분 이상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의의 조합 조건에 해당될 경우, 무단 결석이 되며, 출석 감독자, 또는 현장 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낮은 출석에 대한 적합한 결과 통지
첫 번째 통지
학부모/보호자는 자녀의 무단 결석 상태에 대한 서면 통보를 수신해야 합니다. 첫 번째 통지는 사유 없는 3회 무단
결석, 30분 이상 3회 이상 지각, 수업 중 자리 비움 3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이들 세 유형[교육법 48260(a)]의 조합에
기초합니다. 출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편지를 통해 학부모 면담이 요청되어야 합니다.[교육법
48260.5)
두 번째 통지
학부모/보호자는 학생이 계속적인 무단 결석자로 인정된 후, 4회째의 무단 결석 및/또는 6회째 무단 결석에 대해 만성
결석 문제에 대한 통지를 수신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현장 관리자[교육법 48261]와 만나도록 권장됩니다.
세 번째 통지
세 번째 통지는 학생을 "습관적인 무단 결석자"로 지정하게 됩니다.[교육법 48262] 출석 문제가 지속될 때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통지 서한을 통해 학부모/보호자 및 자녀가 현장의 SARB(학생 출석 심사위원회) 청문회
참석 일정에 대한 예약이 이루어집니다. 특수 교육 학생은 해당 장애가 정기적으로 학교에 출석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만 SARB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공식 유예 기간에 있는 학생은 유예 부서로 직접 권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은 출석과 관련된 법원 명령 하에 있습니다.
학교 출석 검토 회의 SARB [교육법 48320]
학교 출석 검토 위원회(SARB) 절차는 학교 출석 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협력에
기초한 방법입니다.
SARB 위탁/회의
회의 개입 선택 사항이 모두 소진되면 ABCUSD 아동 복지 및 출석 사무실 위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SARB
회의에는 학부모/보호자, 학생, 학교 관계자 및 SARB 패널이 참석할 것입니다. 학교 관계자는 자녀의 출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패널은 학부모/보호자와 자녀의 의견도 듣습니다. SARB
패널에서 심의하고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학부모/보호자, 아동 및 학교 관계자에게 패널의
해결책 및/또는 자녀의 출석 문제에 관한 권고 사항을 통보합니다.
종교적인 사유에 의한 결석
귀하의 자녀는 종교 교육을 받기 위해 1년에 한 번 학교를 쉴 수 있습니다.[교육법 46014] 그러나, 먼저 수업 일수
전체 시간, 또는 전체 기간에 참석해야 하며 학교 현장을 떠나기 전에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서명한 종교 교육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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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허용 요청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학부모, 또는 결석 허용 신청 양식 상에 기입된
학부모가 승인 한 성인에 의해서만 결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운전이 가능하도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 의해 지정된 사람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결석 허용될 수 있습니다. [ABC 이사회 방침 및 규정
6141.2A]
출석 선택 사항/등록
ABC 교육청 내 대체 프로그램:
• ABC 성인 학교

10대 부모 프로그램

•

ABC 중등학교(독립 학습)

•
•

•

Artesia H.S. 기회

•

트레이스(Tracy) 기회 교실

•

직업 경험

트레이시(Tracy) 연속 고등학교

대체 프로그램에 관한 추가 정보를 희망하는 학부모, 학생, 또는 교사는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 사무소, 교육청,
또는 학교 현장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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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위한 대안 학교 선택
캘리포니아 주 법률은 모든 교육청에 대안 학교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교육법 58500절] 따르면 대안
학교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학교 내 별도의 수업 그룹으로 정의됩니다.
(a) 독창력, 친절함, 자발성, 수완, 용기, 창의력, 책임감 및 즐거움 등 긍정적 가치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십시오.
(b) 최상의 학습은 학생이 배우고 싶은 의지와 함께 배울 때 비로소 실현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c) 학생 스스로의 동기 부여를 극대화하고 자신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관심사를 따르도록 격려하는
학습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관심사는 학생이 전적으로,그리고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선택한 학습 프로젝트 발표에 전체,또는 부분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d) 교사, 학부모 및 학생들이 협력하여 학습 과정과 주제를 개발할 수있는 기회를 극대화하십시오. 이
기회는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e) 학생, 교사 및 학부모가 함께 학교가 위치한 지역 사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변화하는 세계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있는 기회를 극대화해 나가십시오.
출석 선택 사항
[교육법 48980(h)]에 의거해, 교육청 내 학생들이 현재 이용 가능한 법정 출석 선택 사항 및 지역 출석 선택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교육법 35160.5(b)] 교육청 간 공개 등록: 부모, 또는 보호자가 현재 교육청 출석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있는 공개 등록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운영 위원회가 정의한 기준에 따라
학교 정원을 초과하는 입학 신청은 "Schools of Choice"(학교 선택)이라 불리는 무작위의 비편향 선발
과정에 기초하게 될 것입니다.

•

[교육법 46600 교육청 간 출석: 2 개 이상의 교육청이 학생이 거주하는 교육청 관할 구역 밖의 교육청에
출석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학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다른
교육청의 학교에 출석하기 위해 본 교육청으로부터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양도는 지역
이사회 방침 및 승인 대상에 속합니다. 신청서와 절차는 Child Welfare and Attendance Office(아동 복지
및 출석 사무소)(562) 926-5566(내선: 21104)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또는 추방된 청소년 훈육
학생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청에서의 학교 출석을 위한 거주 요건을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복지 및 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배치 장소 지정에 따른 교육청 관할 구역 내에서 위탁 가정, 또는 허가된
아동 기관에 배치된 경우, 본래 학교에 남아있는 수양 자녀인 학생, 교육청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구속에서
풀려난 학생, 교육청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보호자 성인의 집에 거주하는 학생, 또는 교육청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는 주립 병원에 거주하는 학생.
무주택자 청소년 교육 - 42 US 11432
교육청은 노숙자 학생의 부모에게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및 관련 기회를 알리고, 자녀 교육에 참여할
수있는 의미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숙자 연락 담당자를 임명하도록 요청합니다. 부모/보호자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가 있는 십대, 또는 가출했거나 집에서 쫓겨난 학생과 같은 동반자가 없는 청소년이 이러한 권리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통지 주소:
1. 관련 연락처 정보.
2. 자격 요건(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손실로 인해 한 가족 이상이 머무는 피난처, 모텔, 호텔, 집, 또는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버려진 건물, 자동차, 캠프장, 또는 거리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시 보호 가정에서, 또는 부모나
보호자가 아닌 성인, 표준 이하 거주자, 또는 가출자, 동반 거부자, 또는 이민 청소년이라서 친구나 가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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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3. 거주지 증명, 예방 접종 기록, 학교 기록, 또는 법정 후견인 서류없이 현재 거주하고있는 학교, 또는 학교에
즉시 등록 할 권리. 예방 접종 기록은 학교가 시작된 후 30 일 이내에 필요합니다.
4. 교육 및 기타 서비스(예: 자녀가 자격이되는 모든 학교 활동 및 프로그램에 완전히 참여하고, 영양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며, 교통 서비스를 받고, 등록 중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연락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등).
학교, 피난처, 수프 주방과 같이 자녀가 서비스를받는 곳에서 노숙 아동의 교육 권리에 관한 통보.
5.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무주택 학생이 전학하게 될 경우, 주에서 정한 감소된 요건을 충족시키면 4년 이내에
졸업할 가능성이 있다는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점이 부족하고 지역 교육청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졸업할 수 없게 됩니다.
6. 무주택 학생이 조건을 충족시켜 완료한 과정에 대해 교육청이 학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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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구역 간 출석
EC 48900(r)에 정의된 바에 따라, 집, 또는 받아들이는 교육청의 직원이 괴롭힘 행위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결정한 학생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현존하는 협약에 따른 교육청 간 출석을 위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Child Welfare and Attendance(562) 926-5566(내선 21104)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학부모/보호자 고용에 기초한 거주 [교육법 48204]
• 교육법 48204(b) 학부모 고용 관련 전학: 교육청은 교육청 관할 구역 내에서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고용되어 있는 초등학생이 해당 구역 내 학교에 등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 조건은 학교 주간에 최소 10시간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학부모는 아동 복지 및 출석 사무실에 "취업
관련 전학"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

교육법 48209 지역 선택: 교육청이 해당 출석 관할 구역 밖에서 살고 있는 학부모나 보호자가 있는
교육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청 간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학교의 정원을 포함한 이사회 방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통보 내용에 설명된 ‘출석 선택 사항에 관한 추가 정보’는 귀하의지역 학교, 또는 전화 아동 복지 및 출석
사무실 (562) 926-5566(내선 21104)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교육법 46601]에 따른, ‘지역 ABCUSD 호소 절차가 소진된 후의 교육청 간 허가가 거부된 거주 호소’,
학부모/보호자는 지역 ABCUSD 호소 절차를 거쳐 교육청 간 허가를 거부 당할 경우, 로스 앤젤레스 교육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폭력 범죄 희생자 20 USC 7912
다니고 있는 학교의 내부, 또는 물리적인 구역 내에 있는 동안 폭력 범죄의 희생자가 된 학생은, 교육청 내의
다른 학교로 옮길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청은 14일 동안 학생들에게 전학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동 복지 및 출석 사무실 (562) 926-5566(내선 21104)로 문의해 주십시오.
규율/학생 책임
교실 방해 [교육법 48901.5]
교육위원회, 교육장, 또는 교육감의 피지명인은 교육청 구역 내 학생이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또는 교육청 직원의 감독과 통제하에 캠퍼스에 있는 동안 호출 및 신호 장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파의 전송, 또는 수신을 통해 작동하는 전자 신호 장치의 소유,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건강 관리에 필수적이며 학생의 건강과 관련된 목적에 한해 사용이 허가된, 의료 제공자가 결정한 전자
신호 장치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지도, 물리적 통제 [교육법 §44807]
공립학교의 모든 교사는 학교 통학 중에, 놀이터에서, 또는 쉬는 시간에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 엄격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사, 교감, 교장, 또는 다른 인증된 교육청 직원은 학생의 의무 수행 과정에서, 학생에 대해
학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과 동일한 정도의 신체적 통제력 행사에 있어, 형사 고발이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통제는 질서 유지, 재산 보호, 또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거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통제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섹션의 조항은 [교육법 49000절]의 조항에 추가되거나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정. 주. 1976, Ch. 1010)
규율
교육청의 모든 학교는 [교육위원회 방침 5144] 및 주의 법률에 부합하는 학교 규율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징계 규정은 각 학교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의 전체 목록은
학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교육법 35291, 35291.5 및 35291.7]

복장 규정
ABC 통합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학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학생들의 복장 및 두발을 규제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와
직사광선 보호복은 학교 밖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복장 및 두발 방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저희 교육청의 학교 캠퍼스에서 갱단과 갱단
활동이 용인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복장 규정은 갱단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갱단 식별 복장을 금지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단 관련 폭력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교육청의 의도입니다. [BP 5132(a)]

전자 청취, 또는 기록 장치 - EC 51512
교사와 교장의 사전 동의없이, 학생을 포함한 모든 이가 전자 청취, 또는 녹음 장치를 교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학교 수업 과정 및 규율을 어기는 동시에 방해가 되므로 금지됩니다. 학생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고의적으로
위반할 경우, 경범죄 처벌을 받습니다. 위반 학생은 적절한 징계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퇴학
[교육법 제 48915(c)]절은 교장, 또는 교육감에게 학생이 학교에서, 또는 학교 운동장에서 규율을 어기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학생을 즉시 위원회에 보고해 퇴학하도록 권장합니다.
(1) 총기류를 소유, 판매,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제공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는 행위
(3) [건강 및 안전법 11053]절에 열거된 규제 물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4)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시도하는 행위.
(5) 폭발물 소지.
만일 학생이 ‘48195(c)’절에 열거된 위반 사항 중 하나를 범했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 위원회는 학생 추방
명령을 내리고 학습 프로그램을 추천해야 합니다. ‘ 48915(f)’절 하의 ‘48915(c)’에 따라, ‘48915(b)’,
또는’(e)’에 의거하여 추방된 학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추천받아야 합니다.
(a) 규율 문제를 범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음.
(b) 상응하는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제공되지 않음.
(c) 정학 당시 학생이 다니던 학교에 위치하지 않음.
(d) 추방된 학생은 배치를 위해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대안 프로그램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와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아동 복지 및 출석 사무실(전화: 562
562 926, 내선 21104)로 문의해 주십시오.
위험 물체
레이저 포인터 – PC 417.27 : 유효한 지도, 또는 다른 학교 관련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
교육 기관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소유하는 것은 학생의 규율 위반입니다.
모조 총기 - PC 12550, 12556: BB 장치는 모조 총기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공립학교를 비롯한
공공 장소에서 모조 총기를 공개적으로 공개하거나 노출시키는 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손상 [교육법 48904]
학부모나 보호자는 자녀가 고의적으로 학교 소유물을 손상 시키거나 자녀에게 대여한 학교 소유물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는 배상금이 지급될 때까지 학생의 성적, 졸업 증서 및 성적
증명서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해부/상해/파괴에 대한 학생의 이의 제기
동물을 해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파괴하는 것에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학생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의견서가 제출될 경우, 동물 사용과 관련된 프로젝트나 시험에서 면제될 수 있으며, 교사가
적절한 대안이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대안 교육 프로젝트가 할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안 프로젝트는
본래의 프로젝트와 비슷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학생도 해당 프로젝트나 시험을
면제하기로 한 결정으로 인해 차별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법 32255]
학생의 책임 [C.C.R. 5gkd, 300절]
모든 학생들은 정시 및 정기적으로 학교에 출석해 학교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교사 및 권위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든 지시에 즉시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질서와 추방 규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면히 학습에 임해야
하며 담임 선생님과 권위 있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학교 친구에게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욕설과 저속한 언어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등록 77, 39호)정학 [교육법 §48900]
교육감, 또는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의 교장이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a)부터 (r)까지의 규정에 정의된 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학생은 정학 처분을 받거나 퇴학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a) (1) 타인에게 신체 상해를 초래했거나 일으키려 시도했거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협박한 경우.
(2) 정당 방위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인 힘, 또는 폭력을 사용한 경우.
(b) 학생이 교장, 또는 교장의 피지 명인이 동의한, 인증된 학교 직원에게서 해당 물품을 소지하기 위한 서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기, 칼, 폭발물,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 유형을 소지, 판매,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제공한 경우.
(c)

[보건 안전법 제10장 제2항(제11053절 이하)]에 열거된 규제 대상 물질, 알코올성 음료, 또는 알코올
중독성 물질 유형을 불법적으로 소지, 사용, 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공급한 경우 종류.

(d)

[보건 안전법 제10장 제2 장(제11053절 이하)]에 나열된 규제 물질, 알코올성 음료, 또는 취기 약물을 판매,
인도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제안, 조정, 또는 협상한 경우. 또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일종의 독성 액체, 물질, 또는 물질을 제공하거나, 통제 물질, 알코올성 음료, 또는 독성 물질로 재현된 다른

(e)
(f)
(g)
(h)

액체, 물질, 또는 재료를 제공한 경우.
절도나 강도 행위를 저지르거나 시도한 경우.
학교 재산, 또는 사유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손상시키려 시도한 경우.
학교 재산이나 사유 재산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한 경우.
담배, 담배 포함 제품, 니코틴 제품(담배, 시가, 소형 시가, 정향 담배, 무연 담배, 스너프, 씹는 담배 및
빈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소지했거나 사용한 경우. 그러나, 이 조항은 학생의 처방 제품 사용,

(i)
(j)
(k)

또는 소유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음란 행위를 하거나 습관적인 욕설, 또는 저속한 행동에 연루된 경우.
[보건 및 안전법 11014.5]에 정의된 바와 같이 마약 관련 도구를 불법으로 소유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하거나, 준비하거나협상하여 판매한 경우.
(1) 학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임무 수행에 종사하는 감독관, 교사, 행정관, 학교 관계자, 또는
기타 학교 직원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경우. (2) [제48910절]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치원,
또는 1~ 3학년에 등록된 학생은 본 항에 열거된 어떠한 행위로도 정학 처분을 받아서는 안되며, 이 조항은
유치원에 등록된 학생에 대한 근거가 되거나, 1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학생의 퇴학 권장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법령이 발효되는 2018년 7월 1일 이후 본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l)
고의로 학교 재산이나 사유 재산을 도난 당하게 하는 경우.
(m) 모조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 조항에서 언급된 "모조 총기"란 이성적인 사람이 해당 복제본이
총기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기존 무기와 물리적 특성이 매우 유사한 총기 복제본을 의미합니다.
(n)

[형법 제 261, 266c, 286, 288, 288a, 또는 289항]에 정의된 성폭행을 범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했거나, [형법
제243.4항]에 정의된 성행위를 저지른 경우.

(o)

증인이거나 증인이 될 학생에 대한 보복을 막기 위해, 또는 둘에 모두 해당하는 목적으로, 학교 징계

(p)
(q)

절차에서 증언하는 증인이나 증인이 될 학생을 괴롭히거나 협박하거나 위협한 경우.
불법적으로 처방약 Soma의 판매를 제안하거나 준비한 경우, 판매 협상을 한 경우,판매한 경우.
‘괴롭힘’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시도한 경우. 이 조항의 목적에 있어, "괴롭힘(hazing)"은 교육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조직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학생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
또는 정신적 상해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적인 열등감이나 모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학생 조직, 또는 학생 기구에 대한 시작, 또는 사전 시작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에 있어,

(r)

"괴롭힘(hazing)"에 운동 행사, 또는 학교에서 허가한 행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돌림 행위 참가. 본 조항의 목적에 있어,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1) "따돌림"이란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작성된 의사 소통을 포함하여, [48900.2 절], [48900.3절],
또는 [48900.4절]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한 명 이상의 학생에게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학생이나 학생 그룹이 행하는 심각하거나 일반적인 신체적, 또는
언어적 행위, 또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A) 해당 학생이나 학생들이 신체나 재산에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함.
(B) 이성적인 학생으로 하여금 신체적, 또는 정신 건강에 실질적으로 해로운 영향을끼침.
(C) 이성적인 학생의 학업 성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D) 이성적인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 또는 특혜를 받거나 이익을 얻게 위한자신의 참여
능력에 중대한 간섭을 경험하게 됨.
(2) (A) "전자적 행위"란 전화, 무선 전화, 또는 기타 무선 통신 장치, 컴퓨터, 또는 호출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자 장치를 통해, 학교 사이트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생성 및 전송을 의미하며, 다음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i) 메시지, 텍스트, 사운드, 또는 이미지.

(ii)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웹 사이트의 게시물(다음을 포함 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I) 굽는 페이지(burn page)에 게시, 또는 만들기. "굽는 페이지"(Burn page)는 (1) 항에 열거된 효과 중
하나 이상의목적을 위해만들어진 인터넷 웹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II) (1) 항에 나열된 효과 중 하나 이상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실제 학생의 신뢰할 수 있는 허위 명의
도용 행위. "신뢰할 수 있는 허위 명의 도용"이란 고의적으로, 또는 동의없이 학생을 괴롭힐 목적으로
학생을 사칭하고 다른 학생들이 해당 학생이 가장하는, 또는 가장한 학생인 것으로 합리적으로 믿거나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II) (1) 항에 나열된 효과 중 하나 이상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실제 학생의 신뢰할 수 있는 허위 프로필
조작. "프로필 조작"은 프로필을 만든 학생 이외의 실제 학생의 외모, 또는 개성을 이용하여 만들어 낸
프로필, 또는 가상의 학생의 프로필을 의미합니다.

(B) (1)과 하위 문단 (A)에 상관없이, 전자 행위는 인터넷 상에서 전송되었거나 현재 인터넷에
게시되었다는 전제만으로 전파 행위를 성립시켜서는 안 됩니다.
(3) "이성적인 학생"이란 연령과 관련하여 평균적인 주의, 능력, 그리고 판단력을 구사하는 사람, 또는
연령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필요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하지 않는, 예외적인 필요를 가진
학생을 의미합니다.
(s)

학생이 교육청, 또는 교장의 관할 하에 있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거나 다른 임의의 교육청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
활동, 또는 학교 출석과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열거된 모든 행위에 대해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취해서는 안됩니다. 이 섹션에 열거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그러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언제든지 발생하는 학교 활동, 또는 출석과 관련된 행위의 경우, 학생이 정학 처분되거나 퇴학될 수 있습니다.
(1) 학교 운동장에 있는 동안, (2) 학교에 갈 때, 또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동안, (3) 점심 시간 중에 캠퍼스 내부, 또는
외부에 있을 때, (4)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을 하는 동안, 또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또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동안.
(t) [형법 제 3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려 시도하거나 시도한 경우, 이 섹션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퇴학을 당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소년 법원이 피해자가
중대한 신체 상해, 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를 입게 된 신체적 폭력 범죄에 대해서, 하위 부문(a)으로 하여금 징계

(u)
(v)

처분을 하도록 정한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학교 재산"은 전자 파일 및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교육청 교육감, 또는 교장은 본 조항에 의거하여, 징계 대상 학생에 대해 상담 및 분노 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정학이나 퇴학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w)

이는 무단 결석, 지각, 또는 학교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 정학이나 퇴학의 대안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입법부의 의도입니다.

건강
캘리포니아 건전 아동 연구조사
캘리포니아 건전 아동 연구조사(California Healthy Kids Survey)는 5, 7, 9 및 1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설문 조사 결과는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안정 상태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당 정보는 지역 관리 책임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확인하고 모니터하는 데 활용됩니다. 설문 조사는 학생의
사생활, 데이터 기밀성 및 기타 모든 학생 및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방침을 적용합니다. 각 학생의
참여는 완전히 자발적이며 익명으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5-11학년을 위한 부모의 서명 동의를 요구하며, 부모는 자녀가 참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설문 조사는 ABC 안전 학교 부서(ABC Safe Schools Department)에서 관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Kendall Fujioka, (562) 926-5566, (내선 21574)로 문의해 주십시오.
뇌진탕 및 두부 손상 통지
매년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 선수(규칙적인 신체적 교정 과정이나 정규 수업 시간 동안의 활동 제외)는
학교의 뇌진탕 정보 시트를 받아야 합니다. 뇌진탕 정보 시트에는 운동 선수와 선수의 부모/보호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선수가 팀 연습이나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밀 의료 치료
교육법에 따르면, 교육청은 매년 7-12학년 학생과 교육청에 등록한 모든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학교
당국은 해당 학교가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학교에서 학생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해야 합니다. [교육법 46010.1]
치과 평가
유치원이나 1학년에 처음으로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는 학교 입학 12 개월 전에 면허를 가진 치과 전문의가
실시한 치과 검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력 검사 양식은 학교 간호사로부터 입수할 수 있습니다.[교육법

49452.8]
응급 처치
학생이 간호사 사무실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학교 직원이 바셀린을건조한 피부/입술에 바르도록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생이 이러한 품목으로 치료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학기 시작 첫 주의 마지막 날에 학교
간호사에게 서면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음식 알러지/특수 영양 필요 사항
학부모는 교장, 또는 학교 직원에게 학생의 음식 알레르기 또는식이 필요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특별한 식이
요법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의료 제공자가 작성하고 서명한 "특별 식이 및 숙박을 요구하는 진술서"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 보험 범위
귀하의 자녀 및 가족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혜택 옵션 및 등록
지원에 대한 정보는 www.CoveredCA.com , 또는 866-SEE-JWCH(5924)를 참조하십시오.
건강 진단
1학년 진학을 위해서는 건강 검진이 필요합니다. 1학년에 등록한 학생은 과거 18개월 기간 동안 신체 검사를
받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았어야 합니다.(또는 해당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그러한 건강 검진을
원치 않거나 받을 수 없다고 의사를 표시한 포기서) 1학년 등록 후 90 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간호사는 건강 검진 자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 및 안전법 섹션 324.2 및 324.3]
아이가 아플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전염병, 또는 감염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여겨질 경우, 자녀를 집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교육법 49451] 학생들은 화씨 100˚ 이상의 체온일 때 귀가 조치될 것이며 진통제(Tylenol) 없이 24시간 동안 열이
내려갈 때까지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질병 증상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학생은 다음 날 학교가 시작될 때까지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감염자는 24 시간 동안 약물 치료를 받을 때까지 학교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는 P.E.로부터 최대 3 일까지 면제서를 쓸 수 있습니다. 추가 면제는 면허가 있는 의료 제공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투약 중일 경우
ABC 통합 교육청은 특정 학생이 수업일에 처방전 및/또는 처방전 없이 필요한 약을 복용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학교 간호사,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다른 이가 해당 학생이 약물을 복용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상황에 변화가 생길 경우, 매년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교육법 49423]

1. 캘리포니아 주에서 허가된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의 서면 승인서로, 약물 복용 방법, 금액 및 시간표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 학생에게 처방된 약을 복용할 때 학생을 모니터하고 보조하도록 요청하는 학생의 부모/보호자로부터의 서면
진술서.

3. 의약품은 학생 이름, 약품, 양 및 빈도를 포함하여 약국이나 제조업체에서 적절하게 표시한 것이어야 합니다.
비타민, 영양 보충제, 또는 동종 요법 의약품을 포함하는 대체 및 보완 의약품은 약물로 간주되며 동일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대한 재난에 대비하여 집에서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당뇨병, 발작, 천식, 심장 약품과 같은 일상 약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3 일 분의 약물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해당 약물들은 동일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법 49480]에 의거해,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약 중에 있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투약되는 약물을 관리하는 학교 간호사, 또는 다른 지명된 잉증된 직원에게 현재 복용량 및 감독 의사의 이름을
알려야 합니다.
학교 간호사는 학생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 행동뿐만 아니라 부작용, 누락, 또는 과다 사용 징후와 증상에 대한
약물의 영향에 관해 학교 직원에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학교 간호사는 약물 및 그
효과에 관해 학생의 의사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은 약물을 개인적으로 휴대하거나 사물함에 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처방 의사로부터
허가를 받았을 경우, 학생은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 천식 흡입기, 췌장 효소, 또는 인슐린을 자가 투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허가는 천식이나 중증 알레르기와 같은 학생의 건강 상태가, 처방된 약물의 즉각적인 투여를 필요로
하며, 약물 치료가 해당 학생에 의해 수행되지 않는 한 학생의 복지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확하는 것입니다. 해당
허가에는 약물 복용량과 사용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입증하는 학생의 능력 검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방 접종

주 법률은 입학을 위한 예방 접종 요건과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출석하기 전에
충족시켜야 하는 다음 예방 접종 요구 사항에 유의해 주십시오. 등록하기 전에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소아마비,
수두(마마), B 형 간염(7학년 진급생 제외)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그리고 풍진(MMR)에 대해 주 교육부가 승인한
예방 접종 기관을 통해 예방 접종을 완전히 마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을 무조건 학교에 입학시킬 수는
없습니다.[교육법 3381] 7-12학년에 등록하거나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Tdap 부스터를 접종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의 법률에 따라, 자녀는 학교에 출석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a) ABC
통합 교육청 내 신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들은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및 수두 예방 접종에 관한 예방 접종 증명서 및 B 형 간염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7학년 진급시는

10 예외) 면허가 있는 의사, 또는 정골 의학 의사로부터의 의학적 면제가 허용됩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접수된 개인 신앙 면제(PBE)는 유치원, 또는 TK/유치원에 입학하거나 6학년에서 7학년으로 진급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전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은 면허있는 의사, 또는 간호사(학교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하에 면역 항체를
투여하도록 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고 행해질 수 있습니다. [교육법 49403] 저희 교육청희의 예방 접종
클리닉에서 실시되는 예방 접종은 캘리포니아주의 컴퓨터 레지스트리 시스템(CAIR 2)에 등록됩니다. 이 예방
접종 시스템은 학생의 예방 접종 기록을 추적하기 위해 지역 보건부, 주정부 보건 서비스 부서, 의사 및 간호사와
의료 정보를 공유하가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과 공유하는 정보는 기밀로 취급 될 것입니다. 버뱅크
초등학교 예방 접종 클리닉(Burbank Elementary Immunization Clinics)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 보험이 없거나 Medi-cal이 적용되는 3-18세의 자녀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학생의 복귀에 앞선 의료 해제
학생이 구급차/구급차를 통해 학교에서 이송되거나, 입원하거나, 골절을 입거나, 심한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경우(뇌진탕, 또는 TBI 포함), 그리고/또는 가정 교육을 받은 후 학교로 복귀할 때는 사전에 면허가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업자로부터의 의학 면제서가 요구됩니다.
검사
학교 간호사는 유치원, 2학년, 5학년, 8학년 및 10학년 학생을 위한 주의 위임 사항에 따라 시력, 시력(근거리
시력 포함), 청력 및 치과 검진을 실시합니다. 특수 교육을 받는 학생, 교육청이 새로 온 학생, 선생님이 추천한
학생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합니다. 간호사는 또한 1학년 남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색맹 검사를 실시합니다.
[교육법 49452] 상기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학부모에게 통보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떠한 검사에도
관여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매년 학교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시력 검사는 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직업 및 전문 직업 기술법 제 2 장 제 7.7 절](제 3500 항 이하)에 의거해 견습 중인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또는, 시력과 색각을 포함하여 학생의 시력 결정 결과를 설명하는 검안사의 학생 시렴
판단 결과를 제출함으로써 시력 검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재고 에피네프린 자기 주사기
저희는 각 학교(TK-12) 현장에 에피네프린 자가 주사기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법 49414] 및 [행정 규정(AR
5141.21(g)]에 따라 '과민증'을 치료하기 위해 학교 간호사가 과민증(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의 징후와
증상을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에피네프린 자가 주사기 투여 방법을 교육합니다.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는
'진단되지 않은 과민증 증상'을 보이는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을 포함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심한
알레르기 반응의 병력이 있는 학생은 의료 제공자가 처방한 대로 자신의 에피네프린 자가 주사기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TB 검사
1학년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은 학교 입학 후 18 개월 이내에 종합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며 1학년 입학 후 90 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 검진에는 '학교 입학 건강 진단 보고서에 기록되어 학교에 제출되는
결핵 위험에 대한 검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자식 니코틴 전달 시스템(ENDS) [119405절 및 11014.5 보건 및 안전 법률]
미성년자의 전자식 니코틴 전달 시스템(ENDS)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교는 그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는 예방책으로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를 희망할 수도 있습니다.
ABC 교육청은 모든 지역 재산에서, 그리고 지역 차량에서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모방한 e-담배, 물 담배,

시가 릴로 및 기타 증기 방출 장치(니코틴 함량 포함, 또는 비포함)와 같은 전자식 니코틴 전달 시스템(ENDS)의
사용을 항상 금지합니다. ENDS는 종종 담배, 시가 및 파이프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지지만, 펜, 천식 흡입기 및
음료 용기와 같은 일상 용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증발 니코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들은 마리화나, 코카인, 헤로인과 같은 다른 약물들을 기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보건 안전법
119405 항]은 미성년자에게 전자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그러한 장치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NDS를 사용, 소유, 또는 제안, 협상, 또는 협상을 시도하는 학생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ENDS는 [보건 안전법 11014.5]에 정의된 마약 관련 도구로 간주되기
때문에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방문자에 대한 담배 없는 학교 통지
ABC 통합 교육청은 담배 사용 예방 교육 기금을 지원받습니다. 담배 없는 학교 환경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에 있으며 학생, 학부모 및 방문객에게 다음 사항을 상기시킵니다.
ABCUSD 교육 이사회는 교육청 내에서 담배 제품 사용을 항상 금지합니다. 이 금지 조항은 모든 직원, 학생 및
방문자가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거나, 교육청이 임대, 또는 대여한 모든 재산에서의 활동, 또는 운동 행사에
적용됩니다. 학생, 학부모/보호자, 직원 및 일반인은 본 통지를 통해, 그리고 모든 학부모가 서명해서 제출해야
하는 '약물 없는 일터' 양식과 함께 전달되는 '학생 및 학부모/수호자 안내서'를 통해 해당 방침 및 관련 절차에
대해 통보 받습니다. 모든 직원이 이 통지를 읽고 이해했음을 증명하도록 서명을 요청하는 '직원 통지'.
'지배 이사회'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간접 흡연을 비롯한 담배 제품과 관련된 건강
상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교육청의 교육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훌륭한 건강 관리의 모범이 되어
봉사하도록 권장됩니다. 주 법률 및 연방법에 따라 모든 지역 시설 및 차량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담배 제품 사용을 중단하려는 개인을 도울 수 있는 금연 협력 교육청 프로그램 및 기타 자료 목록이 모든 교육청
현장에서 제공됩니다.
방문객 강제 절차
교육청의 재산 범위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방문객은 교육청의 금연 정책에 따라 흡연을 삼가하도록 통보 받아야
합니다. 해당 방문자가 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문제를 해당 지역, 또는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교육감, 또는 피지 명자에게 회부할 수 있습니다.
2. 교육감, 또는 피지명자는 해당 방문자에게 학교 소유지에서 나가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경우, 교육감, 또는 피지명자는 교육청 관할 구역 내에서 해당 방문자를 퇴거시키는 데 있어 지역
법 집행 기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방문자가 반복적으로 담배 없는 학교 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교육감, 또는 피지명자는 지정된 기간
동안 교육청의 부동산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평가/시험/요구 사항

고급 배치 시험 비용 [교육법 §52244]
유자격 고등학생은 고급 배치 시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에 문의하십시오.
평가
각 학년도 봄에는 3학년부터 8학년 및 11학년의 학생들에게 영어 언어 예술(ELA) 및 수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또한, 5학년, 8학년 및 10학년 학생들을 위한 과학 평가도 실시됩니다.
주 평가:
과학 영역에 대한 캘리포니아 표준 시험(CST) 수학 과목과 '캘리포니아 학생 수행 및 진도
평가'(CAASPP) '영어 언어 예술' 과목, 또는 주 평가와 관한 [교육법](EDC)의 '캘리포니아 대체
평가'(CAA [심각한 인지 장애가 있는 학생])의 '영어 언어 예술' 과목과 '캘리포니아 수정 평가'(CMA)
수학 과목, 또는 '캘리포니아 대체 성과 평가'(CAPA) 과학 과목.
[교육법 60615]에 따르면, 학부모는 주 평가(CAASPP, CAA, 또는 CST/CMA/CAPA- 과학) 전체, 또는 일부에서
학생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학생을 제외시키기로 선택한
학부모는 매년 서면으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제외 선택은 아래에 요약된 "평가 데이터 활용"
영역에서 자녀의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평가 데이터 활용
학부모는 CAASPP의 결과가 교육청, 주 및 연방 차원에서 활용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청: CAASPP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 중 하나입니다. a) 영어 학습자 재배치, b) GATE 식별, c) Whtney
고등학교 입학, d) 개입을 위한 학생 식별, e) ERWC(해설적 독해 및 작문 과정) 배치, f) 중고등학교 배치 등에서
참조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CSU) 및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CCC):
CSU와 CCC 모두 11학년 학생의 CAASPP 영어 언어 예술/문학 및 수학 결과를 대학 수준의 과목 학습 지표로
사용합니다. 레벨 4의 영어, 또는 수학에 배치되어 있는 학생은 CSU 영어 및 수학 배치 고사 시험에서
면제됩니다. 해당 학생들은 CSU, 또는 CCC 입학 후 대학 학위 과정에 등록할 자격이 있습니다.
영어 레벨 3로 확인되고 ERWC 과정에서 C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은 입학 후 CSU, 또는 CCC
시험에서면제됩니다.
상태:주 정부는 CAASPP 결과를 활용하여 이전의 학업 성취도 지표(Academic Performance Index)로 알려진
새로운 책임성(Accountability) 시스템에서 교육청/학교 진행 상황을 결정합니다.
연방:[초등 중등 교육법](이전의 낙오 아동 방지법)은 95 %의 학생 참여율을 요구하거나 95 %의 학생이
AYP(적합한 연간 진도: Adequate Yearly Progress)를 충족하기 위해 주 전체 평가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참여율은 [제 I항] 교육청 및 학교 기금에 대한 PI(프로그램 개선: Program Improvement) 상태를 결정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Cal 보조금 프로그램 – EC69432.9
칼 그랜트(Cal Grant)는 돈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대학을 위한 돈입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자격 요건과 재정적
요구 사항 및 최소 학점 평균(GPA)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Cal Grants는 캘리포니아 대학이나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일부 독립적인
직업 학교, 또는 기술 학교에서도 Cal 보조금을 받습니다.
12학년의 모든 학생들은 자동으로 Cal Grant 신청자로 간주됩니다. 학생의 GPA는 학교 관계자가 캘리포니아
학생 지원위원회(CACS)에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18 세 미만의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는 학교가

학생의 평점을 전자적으로 CACS로 전송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명하는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18 세가 되면, 학생만이 선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학부모/보호자가 이전에 학생을 선택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선택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졸업 시험:
2015년 10월 7일 Brown 주지사(뉴)가 서명한 Senate Bill(SB) 172(Liu)은,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졸업
시험(CAHSEE) 관리를 중단하고, 12학년을 마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료 시험에 합격한 2015-16, 2016-17
및 2017-18 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전문성 시험(CHSPE)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전문성 시험(California High School Proficiency Examination)은 고등학교 졸업 검정
자격(High School Equivalency Certificate) 을 위한 주에서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캘리포니아 전문성 시험에
합격하고 상응하는 고등학교를 떠난 학생들은 졸업식에 참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원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2학년을 마쳐야 합니다. 시험은 10월, 3월, 6월에 실시됩니다. 학생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시험은 여러 지역 대학 및 시험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CHSPE 웹 사이트:
http://www.chspe.net이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이사회 방침: 1978년 05월 15일 개정: 1980년 06월 02일 개정:
2006년 03월 21일 개정: 2008년 05월 20일

관리 규정: BP 6146 지침
지침: 고등학교 졸업 요건
고등학교졸업요건관리위원회는고등교육및취업기회를활용할수있도록모든학생들이고등학교졸업장을받을수있
도록준비하기를원합니다
과정 요건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받으려면 학생들은 9-12학년에서 적어도 다음 과목을 이수해야합니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각 과정은 2 학기입니다.
1. 영어 4 강의[교육법 51225.3]
2. 수학 3과목[교육법 51225.3)
학생들은 대수 I(Mathematics과정 중 1과목 또는 대수I 과정 중 3학기 중 이를 조합하여 학업내용을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합니다.과목 요건 9학년 이전에 주립 학업 내용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대수(수학
I)과목을 이수하면 9-12학년에서 적어도 3개의 수학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요건에서 학생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교육법 51224.5) 대학 입학을 위한 "a-g"과정 요구사항에 따라 "범주 c" 과정으로 분류된 승인된
컴퓨터 과학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려면 학생에게 1개의 수학과목 학점을 부여해야 합니다. (교육법
51225.3, 51225.35)
3. 생물 및 물리 과학[교육법 51225.3]을 포함한 과학의 두 과목
4. 미국 역사 및 지리학을 포함한 사회 과목 3 과목 세계사, 문화 및 지리; 미국 정부 및 공민 학에서 1 학기 과정;
경제학 1 학기 과정[교육법 51225.3)
5. 시각, 또는 공연 예술, 외국어, 미국 수화, 또는 직업 기술 교육(CTE)를 포함하여한 과목. [교육법 51225.3)
졸업요건을 충족시키려면 CTE 과정은 주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에서 채택한 CTE 모델
커리큘럼 표준 및 프레임 워크에 맞춰야 합니다.체육 교육과정 2개, 단, 학생이 교육법 [교육법 51225.3]의
다른 조항에 따라 면제된 경우는 예외.
6. 체육 교육과정(교육법 51225.3)의 다른조항에 따라 학생이 달리 면제되지않음
7. 보건, 또는 이와 동등한 과목 1학기
8. 선택과목 15학기 15 학기(75학점) 고등학교 프로그램에서 최소 230 시간의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소정의
학습과정이 일부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규정된 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면제 및 포기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친 후 위탁아동, 홈리스 학생 또는 전 교도소에 수감했던 청소년 학생은 교육법
51225.3에 명시된 모든 졸업요건을 완료해야 하지만 교육감 또는 교육감 지명인은 고등학교 4학년말까지
졸업에 필요한 이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료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한, 추가 교육청에서 채택한
졸업 추가요건이 추가로 면제됩니다. 전학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러한 학생에게는 면제가 가능한 지
여부와 그 면제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교육법 51225.1)
또한, 교육감 또는교육감 지명인은 학생이 다른 교육청에서 비슷한 교과과정을 만족스럽게 마친 경우
졸업을 위한 특정 과목요건을 포기함으로써 군대 자녀의 정시 졸업을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교육법 49701)
졸업장 소급
2018년 7월 31일까지, 2003-2004년또는그 다음년도에 12학년을 마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 시험 통과
이외의 모든 해당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고교 졸업장을 부여해야 합니다. (교육법 60851.6)
교육청은 제 2차세계대전 중 연방정부의 명령에 의해 구금되어 있거나 제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또는베트남전쟁에서명예롭게퇴역한베테랑인학생에게고교졸업장을소급해서허락할수있습니다.
군또는 군대 직전에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었으며, 군대 또는 봉급 생활로 인해 교육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졸업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킨 사망한 학생은 자신의 다음 친족이 받을 소급 상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법 51430) 또한, 교육청은 12학년 학생이 었을 때 미국 군대에 입사한 베테랑에게
학년에 필요한 일정 수 이상을 마친 경우 베테랑에게 졸업 증서를 수여할 수있 습니다. (교육법 51440)
9. 성인 학교 졸업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 교육청 고등학교 졸업 기준과 동일합니다.
a. 각 학생은 성인 학교에서 적어도 5 학점의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b. 졸업에는 최소 180 시간의 학기가 필요합니다. 체육교육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c. 주 요구 사항 (안전, 응급 처치, 알코올, 약물 남용 및 운전자 교육)은 성인
학교에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10. 성인 학교의 졸업 기준은 다른 고등학교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기술숙달
모든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7-12 학년의 기술 숙련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기술졸업
요건은 2009년가을에시행되며 졸업을 위해 요구됩니다. 2013 년고등학생부터시작됩니다.
이사회가 채택한 이사회 방침: 05.15.78, 개정 : 11.08.17
행정 규정 : AR 6146 수업 : 고등학교졸업요건
지침: 고등학교졸업요건
시민권
만족할 만한 시민권 기록이 필요합니다.
학교장은 교육감의 동의 하에 고등학생에게 [교육법 제 48900 및 48915 조], 그리고 5144(e) 항에 정의된
극악무도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한 극단적인 상황인 경우, 그리고 교장 및 교육감은 졸업 전의 시간과 범죄의
심각성이 다른 형태의 징계 및/또는 시정 조치의 효과적인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때, 해당 학생의
졸업식 참여, 그리고 졸업 증서 수여식에 참가하는 것, 그리고 졸업 증서 발행, 또는 졸업 증서 수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절차에 관한 정보를 결정에 항소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졸업요건 및 소정의 학습과정을 완료하기 위한 대안수단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및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육법 51225.3)
교육법 48980에 따라 학부모/보호자에게 보내는 연례통지서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감 지명인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교육법 48980)
1. 고등학교 졸업 요건에 대한 정보 및 각 요구사항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및 대학교 입학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키거나 충족시키지 않는 지에 대한 정보
2.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입학을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교육청이 제공하는 직업 기술
교육과정의 전체 목록 및 커리큘럼이 요구하는 특정 대학 입학요구사항
학생이 2학기 전체 동안 교육청 관할 지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대한 예외는 학교장이 승인해야
합니다. 학새이 청소년 법정 학교, 또는 비공공, 무종파 학교, 또는 기관에 다니는 동안 교육청의 졸업 요건을
성공적으로 충족시킨 경우, 교육청은 마지막으로 참석 한 학교의 졸업장을 학생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기술 졸업 요구사항
ABC 운영위원회는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기술에 능숙한 학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이 학생,
시민권, 직장준비 및 세계 경제에 경쟁할 수 있는능력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은 7-12
학년의 기술 숙련도를 다음과 같이 입증해야 합니다.
ABCUSD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전제조건. 기술 졸업 요건은 학생들이 코스 및/또는 코스 프로젝트를
수강하고 합격함으로써 정규 수업 일정을 통해 달성됩니다. 기술이 ABCUSD 기술 벤치마크 및 표준내에서
통합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요구사항이 일반적인 과정 경험을 통해 충족될 수 없는 경우,
학생들은 기술 능력을 입증하는 다른 방법 즉. 기술 졸업요건은 2009년 가을에 시행되며 2013년 고등학생부터
요구됩니다.
규정 승인 : 05.15.78, 개정 : 04.05.88, 03.21.06, 05.20.08, 11.08. 17
비차별
비차별 및 괴롭힘
이사회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청이 교육 프로그램, 지도 및 카운슬링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시험 절차,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및 기타 활동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 할 수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어떤 학교나 학교 활동에서도 학생의 실제 인종, 피부색, 선조의
출신 국가, 민족 집단 신분, 연령, 종교, 결혼, 또는 부모의 지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성별, 성적 취향,
성별, 성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 하나 이상의 그러한 특성에 대한 인식;, 또는 이러한 실제, 또는 인식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사람, 또는 그룹과의 연관성에 근거한 불법적인 차별, 희롱, 협박, 또는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이 방침은 교육청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 활동이나 학교 출석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적용됩니다. [교육법
234.1절]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집단 따돌림 행위를 목격한 모든 교직원은 안전할 때 개입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영어 실력의 부족이 교육청 프로그램의 입학이나 참여에 장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Title IX 및 [캘리포니아 규제 법률 제 5항 준수성 사무관](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5 Compliance Officers) 중 한 곳에 문의하려면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학교 이사 (562) 926-5566, 내선 21120, 또는 중등 교육 학교 이사 (562) 9256-5566, 내선 21169, ABC 통합
교육청 • 16700 Norwalk Blvd. Cerritos, CA 90703.
ABC 통합 교육청은 학생의 실제, 또는 잠재적 부모, 가정, 또는 결혼 상태와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학생을
다르게 취급하는 어떠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신한 학생 및 육아중인 남녀 학생은 정규 학교 프로그램
참여에서 제외되거나 임신 학생 프로그램이나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대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신/육아 학생에게는 정규 프로그램과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 활동 및 과정이
제공됩니다. ABC 통합 교육청은 임신, 출산, 가임신, 임신 중절 및 회복을 다른 일시적인 장애와 동일한 방식

및 동일한 정책으로 취급합니다.
균등한 기회

"평등 기회 고용주"
ABC 통합 교육청의 1964년에 발효된 [시민 권리법 VI항], 1972년의 [교육 개정안 IX항]및 [1973년 재활법]

준수. 교육청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결혼 상태, 종교, 연령, 장애, 또는 성, 또는 성적 취향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 고용, 또는 입국 문제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은 영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입학
및 참여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UNA ENTIDAD CON IGUALDAD DE OPORTUNIDADES”
El Distrito Escolar Unificado ABC cumple con los mandatos del Acto de Derechos Civiles de 1964 del
Título VII, Reformas de Educación de 1972 del Título IX, y Acto de Rehabilitación de 1973. En
referencia a asuntos de empleo o admisión en los programas y actividades educativas, el Distrito no
hace distinciones por raza, color, origen nacional, estado matrimonial, religión, edad, incapacidades, ni
por sexo. El Distrito tomará los pasos necesarios para asegurar que la falta de inglés no sea una barrera
para admisión ni para participación.

학부모 참여
학부모 및 보호자의 알 권리 - [교육법 51101](일부)
공립학교에 등록한 학생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는 공립학교 내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상호 지원적이고 정중한
동반자로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학교에서 통보 받고, 다음과 같이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1) 요청 후 적당한 시간 내에 자녀의 교실을 관찰. (2) 요청된 적절한 시간 내에, 자녀의 교사와 교장을 면담. (3)
교직원의 감독 하의 학교 시설 및 학교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시간 및 자원을 통한 자원 봉사, 교실 승인 제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교사의 직접 감독하에서 (4) 자녀가 허락없이 학교에 결석하는 경우 적시에
통보 받음. (5) 표준 테스트 및 주 전체 테스트에서 자녀의 성적 결과를 통보 받음, 그리고
표준화된 주 전체 시험에서 자녀 학교의 성적에 관한 정보; (6) 자녀를 위해 특정 학교를 요청하고
교육청으로부터 답변을 얻음, (7) 안전하고 학습 지원에 적극적인 자녀의 학교 환경 확보, (8) 자녀 수업의
커리큘럼 자료 검토, (9) 학교에서의 자녀의 진도 및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해야하는 적절한
교직원으로부터의 통보, (10) 자녀의 학교 기록 확인, (11) 자녀가 성취해야 할 학업 수행 기준, 숙련도, 또는
기술에 관한 정보 확인, (12) 징계 규정 및 절차, 출석 정책, 복장 규칙 및 학교 방문 절차를 포함한 학교 규칙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을 권리, (13) 학교가 자녀와 관련된 심리 검사에 관한 정보를 받고 시험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14) 학부모 자문 위원회, 학교 현장 협의회(School Site Council), 또는 현장 기반 관리 지도팀의 일원으로
참여, (15) 부모가 느끼는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오도하거나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학교로부터 답변을 받고,
자녀의 기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16) 가능한 한 학년도 초에, 자녀가 유급 위험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될
때,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고 유지하기로 결정한 학교 직원과 상담할 권리와 자녀를 유지하거나 월반시키는 결정.
표준/행동 규범 준수
행동 규범은 학부모, 학생, 학교 직원 및 보호자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동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부모, 학교 및 더 넓은 공동체와 저희가 교류하는 데 있어 모두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규범은 학교의 가치와 기대에 부합하는 상세한 지침보다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규범은 물론 연방 법률이나 주 법률에 따라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배제하거나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

모든 의사 소통을 현재 핵심이 되는 어린이의 관심에맞춥니다.

●

명확하게 의사 소통하고 주의 깊게 듣습니다.

●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존중합니다.

●

어린이들을 위한 질문을 요청 및 환영합니다.

●

시간 제한 및 업무 시간을 존중합니다.

●

응답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 제시를 끝낼 수 있게 합니다.

●

모든 의논과 결의를 기밀로 유지합니다.

자녀 정학 시 학부모의 교실 참여
학생이 외설적인 행위, 습관적인 욕설, 저속한 행동을 하거나, 학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유능한 직원의 권한을
고의로 무시하는 행위 등을 이유로 학급에서 정학을 당한 경우, 해당 교사는 학생과 동거하는 부모/보호자에게
학생이 정학 처분을 받은 수업의 수업일 중 일부에 교실 행동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법 코드 48900.1] 교사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학부모/보호자와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의 행동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결정한 경우, 필요한 부모의 출석을 위한
예약 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방침에 따라, 학부모 출석을 요구하는 교사는 교실 내 모든 학생에게 방침을
균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교육법 48900.1] 응답이 없는 부모는 직접 연락을 받게 되며, 부모의 거절이나
반응이 없는 아동에게 어떠한 제재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학부모의 교육 현장 방문
학부모가 자녀의 교실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교육 과정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방문하기 위해, 학부모는
교장을 방문하기 전에 연락을 취해 사무실을 방문 및 면담하기 위한 예약을 해야 합니다. 교실 방문은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단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 현장 위원회
캘리포니아 교육법[캘리포니아교육법)은 각 학교 현장이 학생 성취를 위한 단일 계획을 매년 개발하고, 범주형
기금의 학교 지출을 승인하고, 범주 형 교육 프로그램 현장을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을 가할 수 있는 학교
이사회(SSC)를 선출하도록 요구합니다. SSC에는 일반적으로 교장, 교사, 기타 학교 직원, 학부모, 또는 지역
사회 구성원을 포함하여 약 10 명의 선출된 위원이 포함됩니다. 중등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평의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학교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교육 현장에 참여하고 싶다면 교장
선생님에게 연락하십시오
안전
[자전거 헬맷법 21212절]
18 세 미만의 사람은 자전거, 전동 스쿠터, 또는 스케이트 보드를 타거나 규정된 기준을 준하여 올바르게 장착되고
고정된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동승객으로 탈 수 없습니다. 학교는 이 요구 사항을 학생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부모님께는 학생들과 안전하게 등교 길을 검토하고 학교에서 좋은 행동을 보이도록 상기시켜야 합니다.
안전 무기 학교
학교에서 폭력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교장은 무기를 학교에 가져 오거나 학교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에게
주 교육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즉, 학교에 무기를 가져 가거나 학교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ABC
통합 교육청의 모든 학교에서 퇴학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로커 검색
합리적이며 개별화된 혐의 없이 학생 사물함 검색을 실시하는 사례는 캘리포니아에서 보고된 적이 없지만, 다른
주에서의 사례를 참고하면, 그와 같은 방침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학교 사물함은 학생에게 배정된 경우에도 ABC 통합 교육청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로커는 교육청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검색 대상이 됩니다. 학교 관련 목적 이외의 용도로 학교 사물함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교 버스: 승객 안전 [교육법 §39831.5]
등록 시, 이전에 학교 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는 학교 버스 안전 규칙 및 규정에 대한 서면
정보를 받게 됩니다. 교육장, 또는 피지명인은 버스 운행, 버스 운전사 권한 및 승차 특권 정지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에게 해당 규칙을 인식시켜야 합니다.[5 CCR §14103]
학교 안전 계획
각 ABC 통합 교육청 학교에는 포괄적인 재난 대비 계획 및 응급 절차가 포함된 종합 학교 안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본은 각 학교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재 및 비상 사태 훈련이 각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실시되며 교육청
웹사이트(www. abcusd.k12.ca.us)에 기록됩니다.
긴급 상황 / 재난 발생 시 학생 안전 계획은 교육청 웹 사이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http://www.
abcusd.k12.ca.us/pages/ABC_Unified_School_District/Departments/it/Safety/Emergency_Drill_Certifications
새 학년이 시작되면 모든 교육청과 직원들은 ABC 통합 교육청이 매일 자녀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안전은 모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교실과 운동장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안전한 자전거 타기 및 걷기에 관한 규칙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ABC 통합 교육청은 폐쇄된 캠퍼스 교육청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점심 시간에 학교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있을 때 재난이 발생하면 무엇을 예상해야 하는지 인식하고 있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학교는 재난 대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응급 시 학교의 주된 역할은 응급 상황 발생 기간 동안 어린이가 가족과 재회 할 수있을 때까지.
어린이의 안전과 복지를 돌보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화재, 지진, 버스 안전, 대기 오염 및 지방 재해에 대한 비상
절차에 대해 교육 받게 됩니다. 훈련은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올바른 행동의 중요성과
훈련에 대한 진지한 태도로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것이며, 저희가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데 있어 귀하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학교 일과 중에 비상 시 가장 안전한 장소는 숙련된 직원의 감독 하에 있는 학교 캠퍼스입니다.
학생들은 항상 학교 교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를 오가는 중에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녀가
학교를 계속해서 등교할 것인지 집에 즉시 돌아갈 것인지 미리 자녀와 함께 계획하십시오.
완벽하게 안전한 상태에서 해산되지 않는 한, 학교는 긴급 상황 시 어린이를 귀가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 직원은
가족과 안전하게 재회할 수있을 때까지 학교 캠퍼스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에 학생을 배치합니다.
학부모는 각 어린이를 위한 정확하고 완전한 비상 사태 정보가 학교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 정보
양식을 작성하고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갱신한 후, 매년 학년도 첫 날에 자녀의 학교 사이트로 제출해야 합니다.
심각한 응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것을 원한다면, 각
학교에는 비상 사태 발생 후 학생들에게 식량, 물, 보살핌을 제공 할 수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따른 공급품, 장비 및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 사고 보험 선택 사항
교육청은 학생에게 의료, 또는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학생 보험은 선택 사항이며 주 [교육법 49472]의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경제적인 보험료와 함께 보호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플랜이 있습니다. 보험 관련 브로셔는 학교
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 시간 및 24 시간 상해 보험은 태클 축구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감독하거나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생의 학교 시간 및 24 시간 사고 보험을 구입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수표, 또는 우편환을 동봉하여 선택한 보험 회사에 직접 우송하십시오.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주법에 따라, 학교 지구는 학교 운동팀의 모든 구성원이 의료비 및 병원 비용을 포함한 사고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보험 요건은 첨부된 브로셔를 통해 제공되는 보험과 같은 의료 비용 및 병원비를 충당하는 보험 또는 기타 건강
혜택을 구매함으로써 충족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 주 또는 연방 정부가 후원하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복지 사무실에 확인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 표준 K-12

학교 현장 정보

캘리포니아 교육부(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에서 '캘리포니아 콘텐츠 표준'(California Content Standards)
사본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학교에서 이 목록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채택한 교과서, K-12
에서 K-12학년을 위한 교육청 채택 교과서 사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또한 학생의 학교에서 이 목록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책임 보고서
모든 학부모는 요청 시 학교 책임 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웹 사이트 www.abcusd.k12.ca.us.의 "학부모"
섹션[교육법 35256, 33126, 35258절]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학교 현장 안내 책자
귀하께서는 www.abcusd.k12.ca.us.>Our Schools에 접속하셔서 ABC 학교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 교육
특수 교육 - 자격 및 서비스
연방 및 주 법률에 따라 교육청은 교육청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무료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ABC 통합 교육청은 장애가 의심될 경우 교육청에 거주하는 학생을 찾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장애가 결정되면, 교육청은 3 세에서 21 세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을 배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3 세 미만 유아에게는 조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격이 주어지는 영역: 청력 장애, 시각 장애, 시각 장애, 지적 장애, 정서 장애, 특정 학습 장애,
언어 및/또는 언어 장애, 자폐증, 기타 건강 장애, 외상성 뇌 손상 및 복합 장애 등.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교육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일련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는 전문 학업 지침,
연설/언어 치료, 채택된 체육, 행동 서비스,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직업 치료와 같은 관련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제공되는
배치 및 서비스는 각 학생별로 식별된 고유한 요구사항에 기초합니다.
학부모 의견 및 참여는 IEP 과정에 있어 중요한 필수 부분입니다. 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평가 및 배치 결정에 대해 동의하며
IEP 팀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자녀가 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녀의 현재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학교 특수 교육 팀, 또는 교육청 특수 교육 사무소(562) 926-5566 번(내선 21156)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교육법 56301]
공동체 자문 위원회(CAC)
특수 교육 지역 사회 자문위원회(CAC)는 특수 교육 지역 계획 구역(SELPA)의 부모, 교육자, 장애인 및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구성된 전문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선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학부모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며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합니다. CAC, 또는 특수 교육 학부모 활동에 관심이 있으시면 특수 교육 사무처(562)
926-5566(내선 21156)으로 문의하십시오.

분쟁 해결 선택 사항
ABC 통합 교육청은 특수 교육 서비스에 관한 질문이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초점은 아동
중심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자녀의 특수 교육 프로그램 관련 우려사항이 있으면, 특수 교육 사무처(562) 9265566(내선 21156)으로 문의하십시오. 또한 'Marc Purchin 대안 분쟁 해결 기구'(Marc Purchin Alternate Dispute
Resolution Facilitator, 전화: 562) 926-5566, 내선 21208)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특화 교육/프로그램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자한다면, ABC 통합 교육청로부터 많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합니다:
●

2개 언어 프로그램 - 스페인어와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며 학생들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매일 영어 수업이
제공됩니다. (퍼거슨 초등학교)

●

체계적인 영어 집중 교육 (SEI)
거의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지만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과 프리젠테이션이 있는 영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 습득 프로그램입니다. 최소한 학생에게는 ELD가 제공되며 학년 수준의 학과목 내용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양방향 집중프로그램 (DLI) 프로그램 (스페인어) – 양방향 몰입이라고 합니다. 높은 학업 성취도, 제 1 언어
능력 및 제 2 언어 능력, 다른 문화 이해 및 목표에 따라 영어 원어민 및 다른 언어 원어민을 대상으로 언어
학습 및 학습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Transitional Kindergarten/유치원 (TK / K)과 6

학년까지 계속됩니다. (Niemes ES, Furgeson ES, Ross MS, Gahr HS).
●

공동체 기반 영어 개인 교습(CBET) -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위해 부모님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수업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영어 수업(ESL)은 'ABC 성인 학교'를 통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562) 9265566(내선 25015)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교육청 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DELAC) - 위원회 멤버는 교육청 내 학교에서 상기한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귀하의 DELAC 회의 참여는 진심으로 환영받습니다.
(562) 926-5566(내선 21136)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언어취득프로그램요청
언어 습득 프로그램은 가능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영어 습득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립대학의 학업에 따라 영어 학습자에게 교육을 제공합니다. 영어개발(ELD) 표준을포함한콘텐츠표준 (20
U.S.C. 섹션 6312 [e] [3] [A] [iii], [v]); EC 조항 306 [c])
학부모/보호자는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 습득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학교당 30명 또는 그
이상의 학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또는 학년 20명 이상의 부모 또는 법적인 보호자가 요구하는 언어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언어 습득프로그램은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20 U.S.C. 섹션 6312 [e] [3]
[A] [viii] [III]); EC 섹션 310 [a])
학부모는 지역관리 책임 계획 (Local Control Accountability Plan)을 개발하는 동안 언어 습득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C 섹션 52062)

자녀가 있거나 곧 태어나게 될 청소년 청소년 부모 Cal-SAFE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저희 교육청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학령기(남성과 여성)의 모든 육아 중, 또는 곧 육아를 하게
되는 청소년을 위해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서비스들 중에는 교통, 부모를 위한 산전/육아
수업, 육아, 상담 서비스, 영양 보충, 영양 정보, 간호사 상담, Cal Learn/Cal Works 및 공중 보건 간호사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대안 프로그램에서 제공됩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성공적인 학생과
학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귀하 학교의 삼당사에게 연락하시거나 '청소년 부모 CalSafe 프로그램'(562) 926-7126으로 전화해 문의하십시오.
* 육아 - 서비스는 계속해서 주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금이 감소되거나 폐지되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GATE- 재능 및 영재 교육
부모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ABC 통합 교육청은 영재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지성을 활용하여 풍부한
학업환경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GATE 프로그램은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고 독창적인 능력에 도전함으로써 복잡한 수준의 사고를 촉진합니다.
영재교육은 4학년부터 모든 신원을 확인한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GATE 프로그램은 특수 교육을 받은 교사가
교육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제공합니다.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더 어려운 교육 커리큘럼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지역 지정 과정을 통해 이러한
초등학교 수준에서 표준 테스트 및 GATE 특성인벤토리를 제공합니다. 신원확인절차는 6월-9월에실시됩니다.
시험결과를 받은 후 신원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은 GATE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초등학교는
학생들에게 GATE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GATE 프로그램으로 확인되면, 학생들은 학교 사이트의
GATE Cluster 수업에 배치됩니다. 클러스터 그룹은 정규 교실 환경내에서 그룹화되며 정규 학습교사와
적절하게 차별화된 활동을 받는 학생"으로 정의됩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GATE 학생들은 상장, 대학
입학준비 및 AP(Advanced Placement) 수업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GATE 사무소(562) 926-5566(내선 21075)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귀하의 자녀가
자격이 있다고 믿으시는 경우, 또는 귀하의 자녀가 이전에 다른 교육청에서 GATE로 식별된 경우 문의요망
장애 학생 지원/504절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장애 학생은 1973년에 발효된[재활법 504조]와 [장애인 교육법 (IDEA)
(34CFR §121a 504)]에 의거하여 타당한 편의를 위한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504 코디네이터는 '학교

담당자'입니다.
건강 교육-HIV/AIDS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교육청의 포괄적 성 건강 교육, HIV/에이즈 예방 교육 및 교육 관련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자녀를 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청은 다음 해를 위한 포괄적인 성 보건 교육 및
HIV/에이즈 예방 교육 및 학생 건강 행동 및 위험 연구에 관해 각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 통지서를 통해(1) 포괄적인 성 보건 교육 및 HIV/에이즈 예방 교육에 사용된 서면 및 시청각 교육
자료를 검사 할 수 있다는 것을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며, (2)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교육청 직원이나
외부 컨설턴트가 종합 성 보건 교육이나 HIV/에이즈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또는 종합 성 보건 교육이나
HIV/에이즈 예방을 제공하는 회의를 개최할 것인지 조언하며, 연사에 의한 교육 및 강의 날짜, 각 초청 연사의
이름, 또는 조직 명을 통보합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관련 교육법 조항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법 51933 및 51934]에서 그 권리에 대한 정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학년이 시작된 후에 이 지침이 마련된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는 해당 지침이 전달되기 최소 14 일 전에 통지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에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관련 교육법 조항 사본 요청 권리에 대해 설명하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신의 자녀가 포괄적인 성 보건 교육이나 HIV/에이즈 예방 교육을 받지 않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법 51937] 또한,성에 관한 학생의 태도, 또는 관행에 대한 연령에 맞는
질문을 포함하는 시험, 설문 조사 및 질문을 포함하여 학생의 건강 행태 및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자발적이고 비밀로 유지되는 연구 및 평가 수단이 7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그러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험,
질문, 또는 설문 조사가 실시되고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시험, 질문, 또는 설문 조사를 검토 할 기회가 있고
자녀가 참여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교육법 51938]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학생이 참여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해당 학생은, 익명, 자발적, 비밀에
기초한 포괄적인 성 교육이나 HIV/AIDS 예방 교육, 행동 및 위험에 대한 테스트, 설문 조사, 또는 질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육법 51939] 학부모나 보호자가, 학생이 포괄적인 성 보건 교육이나 HIV/에이즈 예방 교육을
받거나 익명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학생은 징계 조치, 학계 처벌, 또는 기타 제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의 건강 행동 및 위험에 대한 기밀 테스트, 설문 조사, 또는 질문. 포괄적인 성 보건 교육, HIV/에이즈 예방
교육, 또는 학생의 건강 행동 및 위험에 대한 익명, 자발적, 기밀에 기초한 시험, 설문 조사, 또는 질문이
진행되는 동안,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해당 시험, 질문, 설문 조사 참여를 배제하도록 서면 요청한 학생에게는
대안 교육 활동이 제공될 것입니다. [교육법 51939]
[교육법 제 51930-51932] '캘리포니아 포괄적인 성 건강 및 HIV/에이즈 예방 교육법'
[교육법 51930절]
(a) 이 장은 '캘리포니아 종합 성 보건 및 HIV/에이즈 예방 교육법'으로 인식지고 인용될 수 있습니다.
(b) 이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도하지 않은 임신 및 성병으로부터 성적 및 생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2) 학생이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 신체 이미지, 성역 할, 성적 취향, 데이트, 결혼 및 가족에 관해 건강한
태도를 갖도록 장려합니다.
[교육법 51931절] 이 장의 목적에 따라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 "적절한 연령"은 연령이나 연령 집단에 따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인지 능력, 감정 능력 및 행동 능력
발달에 기초해 어린이 및 청소년의 특정 연령, 또는 연령대에 적합한 주제, 메시지 및 교수법을 뜻합니다.
(b) "포괄적인 성 건강 교육"은 임신, 가족 계획 및 성병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인간 발달 및 성에 관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c) "영어 학습자"란 [306(a)]항에 기술된 학생을 의미합니다.
(d) "HIV/에이즈 예방 교육"은 HIV/AIDS의 특성, 전파 경로, HIV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 HIV/AIDS와
관련된 사회 및 공중 보건 문제에 대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본 장의 목적에 있어, "HIV/에이즈 예방 교육"은
포괄적인 성 보건 교육이 아닙니다.
(e) "적절한 과정에서 훈련된 강사"란 인간의 성욕, 임신 및 성병에 관한 최신 의학의 정확한 연구에 대한
지식이 있는 강사를 의미합니다.
(f)

"의학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은 과학적 방법에 따라 수행된 연구에 의해 확인되거나 지원되는 것을 의미하며
적절한 경우 동종 분야 전문가의 심사를 거친 학술지에 게시되며,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미국 공중 보건
협회, 미국 소아과 학회, 미국 보호 및 산부인과 대학(University of Sanctuary and Gynecologists), 연방
센터와 같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관 및 당국에 의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g) "교육청"에는 카운티 교육 이사회, 카운티 학교 교육감, 농아인 학교, 캘리포니아 맹인 학교가 포함됩니다.
[교육법 51932절]
(a) 이 장은 생리학, 생물학, 동물학, 일반 과학, 개인 위생, 또는 건강에 관하여 법률에 의거해 채택된 교과서에
나타날 수있는 인간 생식 기관에 대한 설명이나 그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 이 장은 성별, 성적 취향, 또는 가족 생활을 다루는 지침이나 자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인간 생식 기관과 그
기능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습니다.
[교육법 51933] 포괄적인 성 건강 교육
(a) 교육청은 해당 과정에서 훈련된 강사를 통해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포괄적인 성 보건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 교육하는 이가 교육청 인력이든, 또는 외부 상담사이든 하위 부서(a)에 따라 포괄적인 성 보건 교육을
제공하기로 선택한 교육청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지침과 자료는 연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제시되는 모든 사실 정보는 의학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3)

수업은 영어 학습자 학생과 동등한 기준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본 조항과 달리 규정된 기존의
커리큘럼 및 영어 학습 학생의 대안 선택 항목과 일치해야 합니다.

(4)

지시 사항 및 자료는 모든 인종, 성별, 성적 취향, 민족 및 문화적 배경, 장애 학생과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5)

지시 사항 및 자료는 장애가 있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수정된 교과 과정, 대체 형식의 교재 및 교습 및 보조 도구를 제공합니다.

(6)

교칙과 교재는 학생이 자신의 부모나 보호자와 인간의 성에 관해 대화하는 것을 장려해야 합니다.

(7)

교칙과 자료는 결혼과 헌신적인 관계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야 합니다.

(8)

7학년부터 시작되는 지침과 자료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성적 행위의 절제가 성병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가르치며 금욕의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성행위에 대한 금욕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임신 및 성병 예방의 다른 방법에 대한 의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9)

7학년부터 시작되는 지침과 자료는 성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지침에는 성병의 전파
및 전파 방지 방법, 모든 연방 식품 의약품 안전청(FDA)의 성병 전염 위험 감소 방법 및 성병 검사 및
치료를 위한 지역 자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10)

7학년 이후의 지침 및 자료는 응급 피임을 포함해 임신 예방을 위한 FDA 승인 피임 방법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1)

7학년부터는 수업과 자료를 통해 성에 관한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고 이행하는 기술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2)

7학년부터는 지침 및 자료를 통해 [보건 안전법 1255.7절] 및 [형법 271.5 절]에 따라, 생후 72 시간
이하의 영아 자녀의 신체 양육권을 포기하는 법에 관한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c)

7학년 이전에(a) 항에 의거하여 포괄적인 성 보건 교육을 제공하도록 선택한 교육청은 세칙 (8) ~(12)에
포함된 일반 주제에 관하여, 연령에 적합하고 의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b)

(d) 교육하는 이가 교육청 인력이든, 또는 외부 상담사이든 하위 부서(a)에 따라 포괄적인 성 보건 교육을
제공하기로 선택한 교육청은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지침과 자료는 종교적 교리를 가르치거나 홍보할 수 없습니다.

(2)

지침과 자료는, [220절]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특정 사람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거나 홍보해서는 안됩니다.

[교육법 51934] HIV/AIDS 예방 교육
(a) 교육청은 7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들이 적절한 과정을 수강한 강사로부터 HIV/에이즈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각 학생은 중학교, 또는 중등학교에서 적어도 한 번, 고등학교에서
적어도 한 번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b)

HIV/에이즈 예방 교육은 교육하는 이가 교육청 인력이든, 또는 외부 상담사이든 (b) 항 제 (1)항, 그리고 제
(2) 항의 1~6항까지의 모든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제 51933(d)(2)]는 미국 외과 의사,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및 미국 국립 과학원의 최신 정보 및 권고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다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HIV/AIDS의 특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2)
HIV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HIV가 전염되지 않는 방식에 대한 정보.
(3)

HIV 감염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논의. 해당 지침은 성적 금욕, 일부일처제, 여러 성 파트너
회피 및 정맥 주사 약물 사용을 금하는 것이 HIV/에이즈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성공과
실패를 인용한 최신 의료 정보에 근거한 통계도 포함해야 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성적으로 전염된
HIV 감염을 예방하는 데 있어 콘돔 및 기타 피임약의 성공 비율 뿐만 아니라 정맥 주사 약물 사용으로

(4)
(5)
(6)
(7)

인한 HIV 전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HIV/AIDS와 관련된 공중 보건 문제에 대한 논의.
HIV 검사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역 정보.
동료의 압력을 극복하고 위험이 큰 행동을 피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동시에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거절 기술을개발합니다.
HIV/AIDS 환자에 대한 고정 관념 및 신화 포함한, HIV/AIDS에 대한 사회적 견해에 대한 논의. 해당
지침은 HIV/AIDS 환자에 대한 연민을 강조해야 합니다.

[교육법 51937-51939절] 학부모 통지 - [교육법 51937]
입법부는 학생이 학부모, 또는 보호자와 인간의 성행위 및 HIV/에이즈에 관해 대화하고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에 대한 교육을 감독할 권리를 존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입법안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 의회는
부모와 보호자가 포괄적인 성 보건 교육 및 HIV/에이즈 예방 교육과 관련된 자료와 평가 도구를 검토하기를
원할 경우, 자녀가 그 지침 및 평가의 전체, 또는 일부에 참여하는 것을 면제하기 쉽게하기 위해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의도합니다. 주 의회는, 학부모 및 보호자가 의학적으로 정확하고 포괄적인 성교육을 압도적으로
지원하지만 자녀에게 인간의 성에 관한 가치를 부여하는 궁극적인 책임은 부모 및 보호자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교육법51938]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다음과 같이, 교육청의 포괄적 성 건강 교육, HIV/에이즈 예방 교육 및 교육 관련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자녀를 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a) 매 학년 초, 또는 학년 시작 후 학교에 등록한 학생의 경우, 해당 학생이 등록할 때, 각 교육청은 포괄적인 성
보건 교육 및 HIV/에이즈 예방 교육 및 다음 학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학생 건강 행동 및 리스크에 대한 연구

지침에 관해 각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지는 다음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1)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종합 성 보건 교육 및 HIV/에이즈 예방 교육에 사용되는 서면 및 시청각
교육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2)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교육청 직원이나 외부 컨설턴트가 포괄적인 성 건강 교육이나 HIV/에이즈
예방 교육을 가르 칠 것이라고 조언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외부 컨설턴트가 가르치는 포괄적인 성
보건 교육, 또는 HIV/에이즈 예방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초빙 강사가 포괄적인 성 보건 교육이나
HIV/에이즈 예방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회의를 열 수도 있지만, 포괄적인 성 건강 교육, 또는
HIV/에이즈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통지에는 교육 날짜, 각 강사의 이름, 또는 조직의 이름,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본 조항의 51933절 및 51934절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년도 시작 후에 본 지침이 마련된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는 해당 지침이
전달되기 최소 14 일 전에 우편, 또는 그 밖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보 방식에 의해 통지되어야

(3)

됩니다.
통보에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관련 교육법 조항 사본 요청 권리에 대해 설명하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4)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신의 자녀가 포괄적인 성 보건 교육이나 HIV/에이즈 예방 교육을 받지
않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b) 제 [51513절]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해당 시험, 질문, 또는 설문 조사가
실시되고 해당 시험, 질문, 또는 설문 조사를 검토할 기회가 학생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통보하는 경우, 자녀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라고 해도, 성에 관한 학생의 태도, 또는
관행에 대한 연령에 적합한 질문을 포함하는 시험, 질문 및 설문 조사 등 학생의 건강 상태 및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익명 자발적, 기밀에 기초한 연구 및 평가 도구가 7-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c) 단락(2)의 하위 조항 (a)에 설명된 바와 같이 외부 컨설턴트, 또는 초빙 강사를 사용하는 것은 교육청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법 51939]
(a)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학생이 참여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해당 학생은, 익명, 자발적,
비밀에 기초한 포괄적인 성 교육이나 HIV/AIDS 예방 교육, 행동 및 위험에 대한 테스트, 설문 조사, 또는
질문의 어떠한 수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b) 학부모나 보호자가, 학생이 포괄적인 성 보건 교육이나 HIV/에이즈 예방 교육을 받거나 익명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학생은 징계 조치, 학계 처벌, 또는 기타 제재를 받을 수
없습니다.
(c) 학생의 건강 행동 및 위험에 대한 기밀 테스트, 설문 조사, 또는 질문. 포괄적인 성 보건 교육, HIV/에이즈
예방 교육, 또는 학생의 건강 행동 및 위험에 대한 익명, 자발적, 기밀에 기초한 시험, 설문 조사, 또는
질문이 진행되는 동안,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해당 시험, 질문, 설문 조사 참여를 배제하도록 서면 요청한
학생에게는 대안 교육 활동이 제공될 것입니다.
병원 안내
ABC 통합 교육청 관할 구역 밖의 병원이나 주거 의료 시설에 배치된 학생은 보건 시설이 위치한 교육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부모는 시설이 위치한 교육청 관할 구역에 그러한 지도 서비스를 요청해야
합니다.[교육법 48207-08]

일시적인 장애에 대한 교육
일시적으로 장애가 있어, 해당 학교 교육청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학교에 등록, 또는 출석을
불가능하거나 권고할 수 없을 경우, 하루에 한 시간씩 개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간호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교육법 48206.3]
초등 및 중등 교육법
해당 법 조항은, [제 1항] 학교 아동의 학부모는 자녀 교사 및 자녀와 함께 학습하는 보조 교사의 전문 자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또한, 해당 주 자격증 또는 면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교사가 자녀를 4 주 이상 연속으로 가르친 경우, 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또는 [제 1항]의 사무실 (562) 926-5566(내선 21136)로 상기 정보를 요청하십시오.
직업 기술 교육
직업 기술 교육(CTE)은 다양한 직업 경로를 통해 깊이 있고 관련성있는 학업 능력, 고용 가능성 및 기술 직무
관련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대학 진학 및 취업 준비를 돕습니다. 직업 기술 교육은 학생들이 자격증 및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고등학교, 중등 이후 교육 기관 및 비즈니스를 조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학교 상담사, 또는 직업 기술 교육 및 커뮤니티 파트너십((562) 926-5566 내선 21197)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평등 기회 고용주'에 관한 4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공동체 협력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와 사업체가 협력하여 학생, 교사 및 지역 사회 전체에 다양한 방식으로 혜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학교 및 학생을 돕는 데 관심이 있으시면 경력 기술 교육 및 커뮤니티 파트너십(전화 :(562)
926-5566 내선) 21197)으로 연락하시면, 많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직업 경험 및 자원봉사
많은 학생들이 미성년자 연령(18 세 미만)일 때 직업의 세계에 진출합니다. 학생들은 소득을 얻거나 실무 경험을
쌓거나 교실에서 배운 것을 실제 세계와 연결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일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고용되는
미성년자는 고용 및 노동 허가(일반적으로 "취업 허가"라고 함)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 허가증은 학생이
등록되어 있는 학교에서 발급됩니다. 학교가 문을 닫을 때, 취업 허가증은 예약을 통해 현지 교육청에서
발급됩니다. 취업 허가서는 고용주의 위치와 미성년자가 근무할 수있는 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실 경우,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학교 상담사, 또는 직업 기술 교육 및 커뮤니티 파트너십((562) 926-5566 내선
21197)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직업 능력 프로그램
'직무 능력I'(Workability I)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일터, 독립 생활 및 중등 후 교육, 또는 훈련으로
이행하는 특수 교육을 받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사전 취업 교육, 취업(직업 경험) 배치 및 후속
조치를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직업 기술 교육 및 커뮤니티 파트너십 사무소((562) 926-5566 내선
21197)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학생 기록
학생 기록 정보
주 교육 위원회는 학생 기록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 지에 관한 방침을 정합니다.[교육법 49073]
학생들에 관한 기록은 교육청 직원이 관리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A) 디렉토리 정보(아래 참조), B) 학교
현장에 상담, 징계, 출석 기록 유지. C) 출석 학교와 교육청 사무실에 유지되는 특수 교육 기록. D) 아동 복지 및
출석 사무실에서의 관리를 요구하는 출석, 또는 징계 기록, 및/또는 E) 개별 학생의 출석 학교에서 학교 간호사가
유지하는 건강 기록. 모든 학생 기록은 '학교 현장 기록 관리자'인 교장 및 임명된 교육청 기록 관리자의 감독
하에 보관됩니다. 학생 기록에 액세스한 기록은 학교 사이트 및 교육청 사무실에 유지 관리되며 해당 기록에는
합법적인 교육적 관심사를 가진 인증된, 또는 분류된 직원이 해당 기록에 액세스한 이력이 포함됩니다. 기록부,
또는 이력은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또는 그 피지명인, 학생 기록 관리 책임자 및 [교육법 49074] 및 [미국 법률
1232g]에 명시된 연방, 또는 주 교육 당국에 의한 검사에만 공개됩니다. 교육청은 정당한 교육적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들의 개인 신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교육적 이익을 결정하기 위한 교육청의 기준은 [교육법 49064] 및 [교육법 49076(a)(1)]의
규정에 따릅니다. 교육청은 요청이 있을 경우, 기록을 해석할 수 있는 인원을 인증했습니다.
학생과 관련된 "학생 기록부"에는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부,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주요 학습
분야, 공식적으로 인정된 활동 및 스포츠 참여, 체육 팀 구성원의 체중 및 신장, 출석 날짜, 학위 및 수상, 그리고
학생이 출석한 최근의 교육 기관, 또는 당국[EC49073]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기록을 검토하고 삭제하는 것에 관한 교육청의 방침은 교육위원회 정책 및 행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 5125]는 교육청 웹 사이트, 또는 교육감 사무실을 통해 제공됩니다.
기록 접근에 대한 학부모의 법적 권한
다음은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가족 교육 권리에 의거한 학생 기록과 관련한 부모, 법적 양육권 관리자, 또는 18
세 이상의 학생의 법적 권리입니다. 학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또는 자격을 갖춘 학생은 다음 권리가 있습니다.
1. 적당한 시간 내에 자녀의 교육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하나,요청이 이루어진 지 5 일이 지난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2. 기록이 부정확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관찰자의 역량 밖의 결론이나 추론이 아니라, 지명된
사람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개인적인 관찰에 근거하지 않았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혹은, 개인
정보 침해나 다른 학생 권리의 침해, 그러한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타 부적절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해당 기록 내용에 학부를 위한 서면
설명을 포함시키도록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 기록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는 교육감, 또는 지정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교육청은 사전 서면 동의없이 군대 신병 모집 담당자, 고용주, 또는 고등 교육 기관에 자녀의 이름, 주소,
또는 전화 번호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하십시오.
4. PTA, 미디어, 또는 개인 사업체와 같은 조직을 포함하여 자녀의 학생 기록부가 학교 마케팅 목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하십시오.
5. 재생산 혐의가 있는 학생의 기록 사본을 수령하십시오. 교육청은 학생 기록의 처음 두 페이지를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지만 나머지 기록은 페이지 당 10 센트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요청은 학생의
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6. 교육청이 '미국 교육부 가족 정챙 준수 사무소'와 FERPA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불만
사항을 제기하십시오.
7. 학부모가 장애가 있는 경우, 유효한 방법으로 이 연례 통지를 받습니다.
8. 학부모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학부모의 모국어, 또는 모국어로 해당 통지문을 받으십시오.
9.

(1)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의 정치적 제휴, 또는 신념 (2) 학생, 또는 학생의 가족의 정신적, 또는 심리적
문제 (3) 성행위, 또는 태도 (4) 불법, 반사회적, 자기 부정적, 또는 품위없는 행동 (5) 응답자가 가까운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개인의 비판적 평가 (6) 변호사, 의사 및 장관과 같은 법적으로 인정된 특권,
또는 유사 관계 (7) 학생, 또는 학부모의 종교 관습, 가입, 또는 신념 또는 (8) 소득(프로그램 참가 자격을
결정하거나 그러한 프로그램 하에서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법으로 요구되는 소득을 제외)과 관련된
정보를 나타내는 연구 조사, 분석, 또는 평가 등 모든 적용되는 프로그램의 일부로, 학생 정보를 요청받지
않도록 요구하십시오. 그러한 설문 조사가 실시될 경우, 학부모는 해당 설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날짜와 기회에 대한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법 51513], [미국 법률 1232h]

기술
학생을 위한 ABC 기술 계약
ABC 통합 교육청(ABCUSD)는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강력한 기술 도구를 제공하고, 모바일 장치 및 강력한
온라인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1세기 교사와 학습'을 육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육청은 아동 인터넷
보호법(CIPA)을 준수합니다. ABCUSD는 학생들에게 인터넷 액세스, 컴퓨터 서비스, 학생 전자 메일 및 교육 목적을
위한 컴퓨터 관련 장비를 포함하는 교육청의 기술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자녀가 인터넷 및 기타
네트워크 서비스에 액세스하고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각 가정의 권리이나, 오늘날 통합 교육은 학생들의
일상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교육청은, 교육청의 기술 수용 가능 정책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학생들이 자신의 의무, 책임 및 안전한 사용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학부모의 책임입니다.
이 문서에는 학생들의 ABCUSD 기술 네트워크 및 리소스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규칙 및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서 교육청의 기술 수용 가능 정책을 각각 한 번씩
승인해야 합니다. 각 학교는 서명된 수용 가능 사용 계약서 학생 상태를 나타내는 전자 기록을 교육청의 기술 자원을
사용하기 위한 약정으로 보관합니다. 기술에 대한 허용 가능한 사용 정책의 사본은 www.abcusd.k12.ca.us> 부서>
정보 및 기술> 정책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함께 해당 정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학부모 포털 인증 절차'를 통해 본 양식에 대한 학부모 승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Aeries.net 학부모
포털을 통해 학부모 승인서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도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링크를 방문하십시오.
https://parentportal.abcusd.us
에어리즈 포털(Aeries Portal)
Aeries Portal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생 정보에 대한 웹 기반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Aeries 포털은 학생들의 출석,
성적, 숙제 및 과제, 비상 연락처 목록, 의료 정보 및 기타 유용한 교육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안전하고
개인적인 온라인 리소스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학생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있으므로 학생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와 가정 사이에 보다 효율적인 팀워크가 제공됩니다.계정이 없는 학부모는 학생의 학교를 방문하여 Aeries Portal
등록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Aeries 포털은 다양한 학교 형식에 대한 온라인 승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학교에서 사용되며, 종이 양식의 데이터
처리 및 입력과 관련된 ABC 가족 및 학교 시간 및 경비를 절약하게 해 줍니다. 'ABC 학생과 학부모 I 보호자 안내서'는
2017년 여름 ABC 가정에 제공될 예정이며, 학부모님께는 학교로 반송해야 하는 수많은 전통적인 종이 양식을
온라인으로 승인할 수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각 학교에 연락하여 Aeries 포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ABC 내 싸이버 안전
새로운 법안에 따라 학교는 인터넷 안전 정책의 일환으로 미성년자에게 소셜 네트워킹 웹 사이트, 그리고 대화
사이트의 다른 개인과의 상호 작용 및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인식 및 대응을 포함한 적절한 온라인 행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ABCUSD는 모든 ABC 학생들을 위한 사이버 안전에 관한 교육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료는 학년별로 교육자와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으며 www.abcusd.k12.ca.us > 부서> 정보
및 기술> CyberSmart Month에서 액세스할 것을 권장합니다.

싸이버 스마트의 달
10월은 ABC 통합 교육청의 공인된‘CyberSmart의 달’입니다. 모든 ABC 학교와 학생들은 사이버 스마트 수업을
통해 캠퍼스에 참여하며 모든 학생들이 기술과 인터넷을 사용할 때 책임감 있고 존중되며 안전한 선택을 보장
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ABC는 학생들이 양심적인 디지털 시민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CyberSmart 리소스 웹 사이트는, ABC 선생님과 학부모를 교육청의 모든 CyberSmart 레슨을 통해
안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K-3, 4-8 및 9-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CyberSmart
웹사이트에접속할수있습니다:http://www.abcusd.k12.ca.us/>부서>정보 및 기술>사이버 마트 달.
교육청 안전 직통 제보 전화
'교육청 안전 직통 제보 전화'는 562-888-0472입니다. 모든 학교와 학생들은 교육청 안전 직통 제보 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통 제보 전화는 학생이 익명으로 학교 관리자에게 문제를 보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문제의
본질에 관한 메시지를 남기고 관련 학교를 식별하도록 요청받습니다. 학생들은 그들의 이름을 밝힐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안전 직통 제보 전화는 학생의 메시지를 식별된 학교의 관리자에게 자동 전달합니다. 조사는 전화
통보가 접수되면 시작됩니다.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안전 문제, 건강에 좋지 않거나, 학교 규칙에 위배되거나, 학습
환경에 영향을주는 활동에 관한 문제는 학생들이 교육청 안전 직통 제보 전화를 통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직통
제보 전화는 비상 사태 핫라인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모든 유형의 비상 사태는 911 및/또는 학교
행정관에게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직통 제보 전화는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근무 시간 중에만 모니터링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므로 유의해 주십시오.
(Edlio) 학습 관리 시스템. ABC 학교 및 교실은 Edlio라는 웹 기반 아래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Edlio는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이 학교 및 교실활동, 일정항목에 관해 콘텐츠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게 하며 교육청에서 Google
클래스 교실을사 용하도록합니다. Google 클래스 교실은 학생과 학부모가 워크시트, 프리젠테이션, 비디오 및 기타
디지털 리소스 형태로 수업 과제에 액세스할 수 있게합니다.
학생용 구글 이메일 및 앱
ABC는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안전한 Google 이메일 및 Google Apps for Education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Google은 ABC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전자 메일 및 인기있는 생산성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문서, 스프레드 시트, 슬라이드 및 온라인 파일 저장소 Google 드라이브 ABC는 필터링 서비스 전화 Gaggle(휴먼
모니터링 서비스)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Google ecosystem에 있는 잠재적인 문제로부터 보호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누구와 통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모든 메시지와 파일은 불쾌감을 주는 언어,
의심스러운 도메인, 금지된 파일 유형 및 이미지에 대해 스캔된 필터를 통과하며 검토를 위해 학교 행정부로
전달됩니다. 의심스러운 내용은 검토를 위해 학교 행정부로 연결됩니다. 학교 필터링 시스템이 100%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ABC는 학생이 인터넷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으며 Google 이메일 및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단체 통지 시스템
ABC Unified는 Aeries Communications라고하는학교대학부대량통지서비스를사용합니다.이 서비스를 통해 교육청
및 학교의 정기 및 개인화된 음성 메시지를 몇 분 내에 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교육청의 비상 연락
도구의 핵심이 됩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주 전체 시험, 모금 행사 및 PTA 미팅 회의와 같은 이후의 학교 행사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ABC 통합 대량 통지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abcusd.k12.ca.us>
부서> 정보 및 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공중에 의한 검사를 위한 석면 조사 보고서의 이용 가능성 통고
석면 위험 비상 대응법(AHERA)은 교육청으로 하여금 AHERA 설문 보고서의 가용성을 학부모, 교사 및 직원
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거하여 AHERA 보고서는 3년마다 작성됩니다. 가장
최근의 보고서는 2014년 7 월에 완성되었습니다. 각 학교의 석면 조사 보고서의 최신 사본이 각 관리
사무실에서 유지 관리됩니다. 해당 보고서는 학교 건물의 어느 지역에서든 석면 관련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비용, 또는 제한 없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근무일 기준으로 5일 전에 환경 보호국(EPA) 대표와 부모, 교사, 기타 학교 직원 및 그 대리인을
포함한 일반 대중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석면 조사 보고서 사본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청 사이트에 대한 석면 조사 보고서의 전체 변경 사항은 '시설 부서'에서
정상 업무 시간 중에 이해 관계자가 검사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려면 유지 보수 및 운영 (562) 9265566(내선 22409)으로 전화하십시오.
[발의안 제 187호 시행에 관한 연방 지방 법원의 명령]으로 모든 부모, 학생 및 교직원에게 통지
연방 법원은 [발의안 제 187호]의 시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학생은
시민권이나 출입국 상태로 인해 학교(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학교는 '발의안
187'이 통과되기 전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규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떠한 학교 직원도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에 관해 질문할 수 없습니다. 학교
직원은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민귀화부서, 법무장관, 또는 정부
기관에 보고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발의안 제 187호]에 대한 예비 금지 명령은 다른 명령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사회 방침/행정 규정

이사회 방침: BP 1312
커뮤니티와의 관계 - 학교 관련 불만 사항
이사회는 교육청이 불만을 경청하고 의견 차이를 고려하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확고하고 객관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불일치를 해결할 때, 비로소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육청 관할 구역 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일관되고 효과적인 접근법을 보장하는 것은 이사회의책임입니다.
각 학교 현장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 사항과 제안 사항을 학년도 중에 최소한 3회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학교 커뮤니티 논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다른 학부모 - 학부모 면담과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이
우려 사항, 제안 및 불만 사항을 전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교육 이사회는 공청회를 열고 각 회의에서 2 명이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합니다.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1. 학교의 특정 관심사에 대해서는 학교, 또는 교육청 직원과 다음 순서로 처리해야 합니다.
a. 교사(관여한 경우) 및/또는 안내 관리자
b. 교장
c.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
d. 교육감
e. 교육 이사회
주의: [교육법 44811]은 학부모/보호자, 또는 다른 사람이, 교직, 또는 과외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교직원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장소에서 심대한 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범죄는 벌금형, 투옥 형, 또는 두 가지 모두로 처벌됩니다.
2. 각 단계의 직원은 우려 사항에 응답하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적시에 응답을받지
못할 경우, 곧 2 주를 초과한 후에 응답을 받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유가 됩니다.
3. 시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문제의 심각성이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거나 정상적인 채널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교육장에게 직접 구두, 또는 서면으로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Board Bylaw 9322]는
일반인들이 이사회 의제에 안건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4. 이사회 구성원은 불만 사항을 직접 듣게 될 경우에는 불만 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불만 사항이나 고소 사항을
교육감, 또는 피지명자에게 전달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문제가 충분한 고려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직원의 권리는 이 정책에 의해 축소되지 않으며 모든 공개된 불만 사항은 [이사회 방침 4119.1 및 4030]을
포함하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사회 방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사회 방침 2005년 1월 4일 개정
주의: 불만 사항에 관한 법적 요건은 복잡하며, 일부 불만 사항은 특정 시간 범위 내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채택된 이사회 방침: 1995년 12월 12일 개정: 1998년 10월 13일, 2001년 1월 16일

이사회방침 BP 1312.3
커뮤니티와의 관계 - 균일한 불평 절차
운영위원회는 본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 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주 및 연방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가능한 초기에 불평 사항을 가능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불평 해결을 위해 본 위원회에서는 5
CCR(캘리포니아 규정집) 4600-4670 및 부속 행정 규정에 명시된 균등한 불만 처리 절차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균등한 불만 처리 절차(UCP)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따돌림, 교육 활동 참여
시의 금전적 요구, 또는 지역 자치 책무 계획(LCAP)의 요구 사항 위반 등의 교육구 내에서의 연방 또는 주 법률 및
규정 위반 혐의를 제기하는 고소인이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고소인이란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따돌림, 교육 활동 참여 시의 금전적 요구, 또는 LCAP의 요구 사항 위반 혐의 등을 포함해서 연방 또는 주
법률 및 규정 위반 혐의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고발한 사람으로, 특정인의 적법한 대리인이나 관심이 있는 제3자,
공공 기관, 또는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 교육구에서는 고소인 또는 대리인이 증거나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고소인이 장애나 문맹 등으로 인해 서면으로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구는 해당 사안의 불만 제기 과정에서 고소인을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분야와 관련된 불만 사항의 조사, 해결, 대응책 제공 시 교육구 UCP가 적용됩니다.
1.

성인 교육, 방과 후 교육 및 안전 프로그램, 농업 직업 교육, 미국 원주민 교육 센터 및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 이중 언어 교육,캘리포니아주 교사를 위한 동료 지원 및 검토 프로그램, 기술 경력 및 기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기술 경력. 기술 훈련, 기술 경력 교육, 아동 보호 및 계발, 아동 영양, 보상 교육,통합 범주형
지원, 교육적 내용이 없는 교과 시간, 경제적 영향 지원, 양육 위탁 아동 교육, 노숙자인 아동 및 현재
교육구에 등록한 소년 법원 출신 아동,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법률/낙오자 없는
교육(타이틀 l-Vll),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LCAP), 이주자 교육, 지정 체육 수업 시간, 수업료, 모유 수유
학생을 위한 합리적인 조처, 지역 직업 센터 및 프로그램, 학교 안전 계획, 특수 교육, 주립 유치원, 금연
교육, 기타 교육법 제64000(a)조 (5 CCR 4610)에 열거된 기타 교육구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

2.

모든 학생, 직원은 물론, 해당 당사자의 실질적 또는 인지적 인종, 민족, 피부색, 혈통, 국적, 출신 국가, 인종
그룹 정체성, 연령, 종교, 결혼/임신/부모 관련 상태, 신체/정신적 장애, 성별, 성적 취향, 후천적 성별, 성적
정체성, 성별 표현, 유전적 정보에 기초하거나, 또는 교육법 제200조 또는 제220조, 주정부법 제11135조
또는 형법 제422.55조에서 명시한 특성에 기초해서, 또는, 자신의 실질적 또는 인지적 특징들 중 하나
이상에 대한 한 개인이나 집단과의 연계성(5 CCR 4610)에 따른 정체성에 기초해서 시행되는 주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대상인 경우는 물론, 관련 재정 지원을 받거나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범위에서 시행되는 기타 교육구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모든 보호 그룹에 대한 차별적인 괴롭힘, 위협, 따돌림 등) 혐의에 대한 모든
불만 사항.

3.

교육청은모유수유, 유아모유수유,
또는학생의모유수유관련다른필요사항을해결하기위해학교캠퍼스의수유중인학생에게합리적인편의제공

요구사항 (교육법 222)에대한교육구에 대한 모든 불만 사항.
4.

학생들에게 수업료, 적립금, 기타 교육 활동 참여를 위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교육구에 대한 모든 불만은 위반 혐의 발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교장이나
교육감/대리인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5 CCR 4610) 해당 불만 신고 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 또는
이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한다면 해당 불만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본 교육구는 성실하게 불만
신고 이전 1년 이내에 수업료를 납부한 모든 학생, 학부모, 보호자를 파악해서 전액 환불을 위한 합당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공립 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교육 활동 참여를 위한 수업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지역 자치 책무 계획 (LCAP)의 실천과 관련된 교육구의 법적 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모든 불만 (교육법
제52075조). LCAP 불만 신고 시 규정 위반 혐의를 증빙하기 위한 증거로 이어지는 증거나 정보를
제시한다면 해당 불만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6.

위탁 양육 청소년 관련 배치 결정, 교육구의 교육적 책임, 다른 학교나 교육구에서 수료한 학업 과정 인정,
전학, 위원회에서 결정한 졸업 요건 예외 인정 등과 관련해서 위탁 양육 청소년이 직접 제기하거나
대리인니 제기한 모든 불만 사항 (교육법 제48853조, 제48853.5조, 제49069.5조, 제51225.1조,
제51225.2조).

7.

다른 학교나 교육구에서 충족된 학업 과정의 인정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임의의 요건에 대한 교육구의
규정 미준수 혐의와 관련해서 42 USC 11434a에 정의된 노숙자인 학생이 직접 제기하거나 대리인이
제기한 모든 불만 또는 다른 학교나 교육구에서 이수한 학업 과정 인정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요구
사항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졸업 요건 예외 인정 등과 관련하여 교육구의 규정 미준수에 대해 제기된
모든 불만 사항(교육법 51225.1조, 제51225.2조)

8.

소년원 학교 출신 학생으로 고등학교 2학년 이후 본 교육구로 전학한 학생에 대해 소년원 학교에서 이수한
학업 과정 인정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졸업 요건 예외 인정 등과 관련해서 교육구의 준수 위반 혐의에
대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기한 모든 불만 사항 (교육법 제51225.1조, 제51225.2조).

9.

한 학기 내 일주일 이상 교육적 내용이 없는 교과 과정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이수한 교과 과정에 학생의
할당을 금지하는 교육법 제51228.1조 및 제51228.2조에 대한 교육구의 규정 위반 혐의를 제기하는 모든
불만 사항 (교육법 제51228.3조).

10.

교육구 내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육 수업 시간 규정 위반에 대한 모든 불만 사항 (교육법 제51210조,
제51223조).
불만사항 처리과정에서 불만사항을 준수하는 사람이나 다른 참가자에 대한 보복을 주장하거나 이 정책의
적용을 받는 위반사항을 적발하거나 보고하는 모든 불만사항.

12. 불만사항 처리과정에서 불만사항을 준수하는 사람이나 다른 참가자에 대한 보복을 주장하거나 이 정책의
적용을 받는 위반사항을 적발하거나 보고하는 모든불만사항, 청소년 법원 학생이 교육구에 등록된 경우,
구제 조치는 해당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학생요금, 체육교육 수업시간 및 LCAP에 관한 불만의경우, 해당
처방은 모든 영향을 받는 학생에게적용됩니다

13. 교육구 정책에 명시된 기타 다른 불만 사항.
위원회에서는 의혹의 성질에 따라 대안적 분쟁해결(ADR)로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는 불만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한 명 이상의 학생과 어른이 아닌 학생이 관련된 불만 사항을
해결을 위해 중재와 같은 ADR과 같은 약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이 관여된 임의의 불평이나
한 당사자 측이 중재를 강요 당하는 것처럼 느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불만 해결을 위해 중재가
제안되거나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ADR의 적용이 주 법률 및 연방 법률,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모든 고소인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 조사 과정에서 법률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의 비밀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보복이나 불법적인 차별 (차별적인 괴롭힘, 위협,
따돌림 등)에 대해 불만 처리 절차의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소인의 신원은 물론 고소인이 대리인일 경우
불만 당사자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UCP의 적용 대상이 아닌 혐의가 UCP 불만 사항으로 제기되었다면 해당 교육구에서는 해당 비 UCP 혐의를
적절한 담당자나 기관에게 전달해야 하며 교육구의 UCP를 통해 UCP 관련 혐의들을 조사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현법 및 법률 및 관련요건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구 담당자에게 이
정책 및 이에 수반되는 행정규정의 단계 및 일정을 포함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관련 법률 및 교육구 정책에 의거해서 모든 UCP 불만 사항 및 조사 기록을 보관해야 하고
적용가능한주법및지역구정책에따라해당불만사항을조사해야합니다.
UCP 불만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불만 사항:
다음 불만 사항들은 교육구 UCP에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기관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5 CCR 4611)
1.

아동 학대나 방치 혐의를 제기하는 모든 불만 사항은 카운티 사회복지국, 카운티 보호서비스 부서, 또는
적절한 법 집행 기관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2.

아동 발달프로그램에 의한 건강 및 안전위반에 대한 모든 불만사항은 면허시설에 대해서는 사회 복지부에
회부되어야 하며, 비면허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아동발달 지역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3.

고용 차별 혐의가 있는 모든 불만은 캘리포니아주 공정 고용 및 주택부로 전달되어야 하고, 규정 담당
공무원은 고소인에게 제1종 우편으로 그 사실을 공지해야 합니다.

4.

사기 혐의에 관련된 모든 불만은 캘리포니아주 교육청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과서나 학습 자료의 충실도, 학생이나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비상 또는 긴급한 시설
상태, 교사의 휴가와 할당 오류와 관련된 모든 불만의 조사와 해결을 위해서는 본 교육구의 윌리엄스
균등한 불만 처리 절차, AR 1312.4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교육법 제35186조)
위원회 정책 채택licy Adopted: 10.05.92, 10.13.98, 04.15.03, 11.20.07, 04.09.13, 04.21.15, 03.20.18

관리 규정 AR 1312.3

커뮤니티와의 관계 - 통일 불평 절차
이사회가 다른 이사회 방침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일 불만 사항 처리 절차는 특정 교육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연방, 또는 주 법률, 또는 규정 위반, 학생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한 금지, 예금, 또는 교육
활동 참여에 대한 기타 비용, 그리고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참조 1312.1 - 피고용인에관한불평); (cf.1312.2 - 학습자료에관한불만)
(1312.4 - 윌리엄스통일항의절차참조); (참조, 4031 - 고용상의차별에관한불만사항)
교육청의 통일 불만 사항 처리 방침 및 행정 규정은 직원 휴게실 및 학생회 회의실을 포함한 모든 교육청 학교 및
사무실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특정 교육청 관학 구역 내 학교에 등록한 학생의 15 % 이상이 영어 이외의 단일 기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교육청의 정책, 규정, 양식 및 통일된 불만 사항 처리 절차에 관한 통지는 해당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교육법 234.1, 48985]통지에는해당되는경우불만처리정보가포함되어야합니다. (참조, 5145.6 부모통지)
준법 감시인
ABC 통합 교육청 교육 이사회는 '준수성 사무소'로, 부교육감 - 학업 업무 부서(Assistant Superintendent-Academic
Services)를 지정해 불만 사항을 접수 및 조사하고 교육청의 법 준수를 보장합니다.
부교육감 - 학업 업무(Assistant Superintendent-Academic Services) 16700 Norwalk Blvd., Cerritos, CA 90703 •

(562) 926-5566 내선 21126)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불만 사항을 조사하도록 지정된 직원이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법률 및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명된 직원은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결정한 법률 고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cf.

9124 - 변호사)
통지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 직원, 학부모/보호자, 교육청 자문위원회, 학교 자문위원회, 적절한 사립학교 직원이나
대표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교육청의 통일된 불만 처리 절차에 대한 서면 통지를 매년 제공해야 합니다. [5 CCR
4622]
통지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불만 접수 책임자, 직책, 또는 부서를 확인하십시오.
2. 해당되는 경우 주, 또는 연방 차별 법률에 의거해 사용할 수있는 민사법 구제책을 이의 제기자에게 알립니다
3. [교육법 262.3]에 의거해 캘리포니아 교육부(CDE)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거나 민사 법원, 또는 기타 공공 기관에서
구제 조치를 취할 수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항소 절차에 대한 정보를 이의 신청자에게 조언하십시오

4. 다음과 같은 진술을 포함하십시오.
a. 교육청은 주로 주 및 연방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b. 불만 사항에 대한 검토는 타임 라인의 연장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불만 접수 일자로부터 60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c. 불법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집단 따돌림 신고는 해당 불만 사항이 제기된 날짜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또는 차별 대우,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 등의 사실을 알게 된 날짜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d. 신고인은 CDE에 대한 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교육청의 결정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e. CDE에 대한 이의 제기에는 교육청에 제출된 불만 사항 사본과 교육청 결정사본
f. 교육청의 통일 불평 절차 사본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절차
교육청은 불만 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모든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5 CCR 4631]
교육청이 교육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연방, 또는 주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데는 다음 절차가 활용됩니다. 준법 감시인은 [5 CCR 4631 및 4633]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각 불만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혐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불만 제기, 불만 사항에 관한 회의, 또는 청문회 일정,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을 때
이를 교장, 교육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집단 따돌림에 대한 조사는
당사자와 사실의 기밀성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5 CCR 4630]
제 1 단계: 불만 사항 제출
모든 개인, 공립 교육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청이, 교육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연방법, 또는 주법, 또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불만 사항을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CCR 4630] [5 CCR 4630]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집단 따돌림에 관한 불만 사항은 개인이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또는 개인, 또는 특정 개인들 클래스에 적용됩니다. 불만 사항은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집단 따돌림이 최종적으로 발생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또는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집단
따돌림으로 의심되는 사실을 알게 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인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감, 또는 피지명자는 최대 90일 동안 출원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5 CCR 4630]
학생들이 학생 비용, 보증금 및 요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불만 사항은, 해당 불만 사항의 증거를 제공하거나, 불이익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익명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용 불만사항은 위반이 제기된 날짜로부터 1년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교육법 49013절]
불만은 접수된 불만 사항을 보관하게 되는 준법 감시인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각 규정 번호와 일짜 스탬프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문맹,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해 불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교육청 직원은 해당 제출자가 불만을
접수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5 CCR 4630]
제 2 단계: 중개
불만 사항을 접수 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준법 감시인은 불만 사항 제기자와 중재 사용 가능성 여부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이 중재에 동의하면 준법 감시인은 해당 절차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집단 따돌림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의 중재를 시작하기 전에 준법 감시인은 모든 당사자가
중재자를 관련 기밀 정보의 당사자로 만드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중재 절차가 법률 조건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준법 감시인은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재의 사용은 신고인이 해당 시간 연장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교육청의 고소 조사 및 해결 일정을
연장시켜서는 안됩니다. [5 CCR 4630]
제 3 단계: 불만 사항 조사
준법 감시인은 불만 사항을 접수한 지 5 일 이내에, 또는 불만을 중재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후 5일 이내에 조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회의에서는 신고인 및/또는 대리인이 고발을 구두로 반복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인 및/또는 그의 대리인과 교육청 대표는 또한, 이의 제기와 관련된 정보 또는 증거를 제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분쟁 당사자는 이의 제기에 대해 토의하고 서로, 또는 서로의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5
CCR 4630]

모든 관련 사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준법 감시인과 불만 사항 제기자는 다른 개인들에게 해당 회의에
참석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서의 진술, 또는 기타 조사 방해에 대한 조사, 또는 피고인의 협조 거부와 관련된 서류, 또는 기타 증거의
교육청에 대한 제공 거부, 또는 고의적인 제출 실패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불만 제기를 기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CCR 4631]
조사 과정에서 불만 사항과 관련된 기록 및/또는 다른 정보에 대한 액세스 거부, 조사 협력 거부, 또는 실패, 또는 해당
조사의 방해 관여는, 폭력이 발생했다는 결론과 함께 해당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강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CCR4631]
제 4 단계: 응답
준법 감시인은 불만 사항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아래 다섯 단계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교육청의 조사 및
결정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불만 제기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신고인이 규정 준수 담당관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다음 정기 이사회 회의, 또는 60 일 기한을 지키기 위해 소집된 특별 이사회 회의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숙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불만 사항을 청취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이 경우 준법 감시인의 결정이
최종적입니다. AR 1312.3(e)
이사회가 불만 사항을 청취한 경우, 준법 감시인은 교육청이 불만 사항을 처음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또는
불만 제기자와 서면 합의서에 명시한 기간 내에 위원회의 결정을 불만 제기자에게 보냅니다.[5 CCR 4630]
제 5 단계: 최종 서면 결정
교육청의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5 CCR 4631]
교육청의 결정에 대한 보고서는 가능할 때마다, 또는 법으로 요구 될 때마다 영어로, 그리고 이의 신청자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를 불만 제기자의 모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청은 이의 제기자를
위해 커뮤니티 회원이 통역하는 회의를 주선합니다.
해당 결정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5 CCR 4631)
1.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사실 및 불만 사항의 처분.
2. 상기 처분에 대한 이론적 근거
3. 법적 결론
4. 교육청 결정에 대해 15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교육청에 항소할 수 있는 이의 제기자의 권리와 해당 항소를
시작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한 통보
5. 보장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시정 조치
주법에 근거한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에 관한 차별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구제조치를 취하기 전에 항소 제기후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통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교육법 262.3)
LEA는 불만제기전 1년 이내에 학생 비용을 지불한 모든학생, 부모 및 보호자를 확인하고 완전히 상환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성실히 노력합니다.
직원 또는 학생이 불만사항으로 징계를 당한 경우, 이 보고서는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졌으며 고용인이나 학생에게
교육청의 기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진술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징계조치의 성격에 관해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교육청은 학생요금, 예금 및 기타요금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이 사실로
판명되면, 해당된 모든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구제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교육법 49013)
6. 주 법률에 근거한 괴롭힘, 협박, 또는 집단 따돌림에 관한 차별에 대해서는 민법/사법상의 구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항소 제기 후 60일이 경과 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통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교육법 262.3절]
직원, 또는 학생이 불만 사항으로 징계를 당한 경우, 해당 보고서는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졌으며 직원, 또는 학생에게
교육청의 기대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진술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징계 조치의 성격에 관해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은학생요금, LCAP (Local Control and Accountability Plan), 양육 케어 등 학생에
대한불만사항에 대해 등록한경우, 합리적인수용소에서유용하게되는경우학생, 교육내용이 없는 기간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체육교육수업(1 학년에서 8 학년까지), 교육구 또는 LEA 구제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학군은 불만사항
작성 전 1년 이내에 학생 비용을 지불한 모든 학생, 부모 및 보호자를 확인하고 완전히 상환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성실히 노력합니다.
교육청은 학생 비용, 보증금 및 기타 요금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불만 사항이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상환하도록 구제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법 49013절]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이의 신청
교육청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 제기자는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에교육청 결정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CDE에 항소할 때, 항의자는 결정의 항소를 위한 근거와 사실이 부정확하고 법의 잘못된 적용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에는 부분적으로 제기된 불만 사항 사본과 교육청의 결정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5 CCR 4632]

신청인이 교육청의 결정에 항소했음을 CDE가 통보받으면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다음 문서를 CDE에
전달해야 합니다. [5 CCR 4633]
1. 최초 불만 사본
2. 결정 사본
3. 결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교육청이 실시한 조사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요약
4. 모든 메모, 인터뷰 및 제출된 문서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사자에 의해 수집된 당사자들에 의해
제출된 조사 파일 사본
5.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보고서
6. 교육청의 통일 불만 사항 절차 사본
7. CDE에서 요청한 기타 관련 정보
교육청이 불만 사항을 교육청에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CDE는 [5
CCR 4650]에 열거된 조건 중 하나가 존재할 때, 교육청이 조치를 취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불만 사항에
개입 할 수 있습니다.
민법 법률 구제
신고인은 교육청의 불만 처리 절차를 벗어난 민법/사법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은 중재 센터나
공공/사적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 부과될 수있는 민법/사법 상의 구제책에는 금지
명령 및 제지 명령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교육청이 적시에 [CCR 4622]에 의거하여 고소장을 제기 할 수 있는 권리를 적시에 알린 경우, 신고인은
차별, 괴롭힘, 협박 및 집단 따돌림 등 주 법률에 근거해 주장하는 불만 사항에 대해 민법/사법 상의 구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CDE에 항소를 제출 한 후 60 일이 경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유예 기간은 연방법에
의거하는 명령 구제 및 불평등 차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교육법 262.3절]
승인된 규제: 1996년 4월 2일, 개정: 10.13.98, 03.05.03, 09.21.04, 01.04.05, 11.20.07, 01.22.08, 04.09.13

관리 규정: AR 1312.4
공동체 관계
윌리엄스 통일 불만 사항 절차 - 수업 자료, 비상 사태 및 긴급한 시설 필요성, 교사 활동 및 실격 문제의 충분한
조건
고소인이 다음과 같은 불평을 제기할 때 교육구 교육청에서는 이하의 절차를 따라서 불평사항을 조사,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법제35186조, 5 CCR 4681, 4682, 4683)
불평유형
교육구는 신고자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사용하여 불만을 조사하고 해결합니다.
(교육법 35186, 5 CCR 4681, 4682, 4683)
1.
교과서및강의자료
a.
b.
c.
d.
2.

영어 학습자를 포함한 학생이 표준에 의거한 교과서나 강의자료 또는 수업에 사용하기 위해
주정부에서 채택하거나 교육구에서 채택한 교과서 또는 다른 필수강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학생이 가정 또는 방과후에 사용하기 위한 교과서나 강의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학생별로 교과서나 강의자료를 2벌씩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과서나 강의자료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사용하기 힘든 상황, 또는 페이지가 없거나 손상으로 인해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교과서나 강의자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에게 교과서나 강의 자료의 일부만을 복사한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하는 학교시설 상태와 관련된 불평사항
a.

학생이나 교직원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급 또는 긴급한 위해를 가할수 있는 상태.
위급 또는 긴급한 위해란 가스누출, 난방, 환기, 화재 스프링클러, 공조장치 고장, 전력차단, 심각한
하수도관 막힘, 심각한 해충 또는 위해 생물 감염, 창문 또는 외부 출입문 파손 또는 잠기지 않아서
보안 위험이 있는 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는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금지
위험 물질, 위험하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는 구조물 손상, 또는 해당한다고 간주되는
다른 조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범위에서 학교내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태에 있는 구조물 또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b.

교육법 제35292.5조에 의거해서청소, 유지관리, 개방된 상태가 아닌 학교 화장실.

청소 또는 유지관리된 학교 화장실이란 학교 화장실이 정기적으로 청소 또는 유지 관리되었고
완전하게 기능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항상 화장지, 비누, 페이퍼 타월이나 올바로 작동하는 핸드
드라이어 등이 비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교육법제35292.5조)
개방된 상태의 화장실이란 학생들이 교실에 있지 않은 학교 운영시간중에도 모든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고 학생들이 교실에 있는 시간동안 충분한 개수의 화장실이 개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학생들의 안전이나 수리를 위해 필요할 때 임시로 화장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법제35292.5조)
3.

다음 혐의를 포함, 교사의공석이나 할당 오류와 관련된 불평사항
a.
b.
c.

학기가 시작되었는데도 교사가 공석인 경우.
영어 학습자의 교육을 위한 자격이나 훈련이 부족한 교사가 강의내 영어 학습자가 20%를 초과하는
강의를 맡도록 할당되었을 경우.
교사가 해당 교과목의 역량이 부족함에도 해당 교과목을 강의하도록 할당된 경우.

교사의 공석이란 한 해의시작 시점에 해당 연도 전체 동안 자격 있는 단일 교원 한 명이 할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한 학기 강의 과정에 대한 직위일 경우 한 학기 시작 시점에 해당 학기 전체동안, 해당 직위에
자격있는 단일 교원 한 명이할당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교육법제35186조, 5 CCR 4600)
한 해 또는 한 학기의 시작이란 모든 등록한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1일 강의가
해당 강의기간 내에 할당된 자격 있는 단일 교원 한 명에 의해, 해당 학기중 학생들이 출석한 첫 번째 날짜
이후 수업일 기준 20일이내에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CCR 4600)
할당오류란 자격을 갖춘 교직원이지만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특정자격증이나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교육직
또는 서비스직에 배치되는 경우, 또는 교직원이 규정에 의해 자격이 인증되지 않은 교육직이나 서비스
자격에 배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교육법제35186조, 5 CCR 4600)
불평접수
위의 불평유형”에서 명시된 조항에 해당하는 불평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불평사항이 제기된 학교의 교장이나
대리인이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교장이나 대리인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 문제에 대한 불평은 교육감이나
대리인에게 수업일 기준 10일을 넘지 않도록 시의적절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교육법제35186조, 5 CCR 4680)
조사 및 답변
위의 불평유형”에서 명시된 조항에 해당하는 불평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불평사항이 제기된 학교의 교장이나
대리인이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교장이나 대리인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 문제에 대한 불평은 교육감이나
대리인에게 수업일 기준 10일을 넘지않도록 시의적절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교육법제35186조, 5 CCR 4680)
위의 불평유형”에서 명시된 조항에 해당하는 불평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불평사항이 제기된 학교의 교장이나
대리인이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교장이나 대리인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 문제에 대한 불평은 교육감이나
대리인에게 수업일 기준 10일을 넘지 않도록 시의적절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교육법제35186조, 5 CCR 4680)
교육법 제48985조가 적용될 수 있고 고소인이 답변을 요청한 경우, 위의 불평유형”에서 명시된 조항에 해당하는
불평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불평 사항이 제기된 학교의 교장이나 대리인이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교장이나
대리인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 문제에 대한 불평은 교육감이나 대리인에게 수업일 기준 10일을 넘지 않도록
시의적절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교육법제35186조, 5 CCR 4680)
위의 “불평유형”3.a에 명시된 학생이나 교직원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급 또는 긴급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시설상황에 대한 모든 불평에 대해, 교장이나 교육감 또는 대리인이 제안하는 해결책에 만족하지 못한
고소인은 교육구 교육청의 답변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공교육감(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에게 불평 재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5 CCR 4632에 명시된 재접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법제35186조, 5 CCR 4687)
모든 불평사항과 서면 답변은 공공기록으로 간주됩니다. (교육법제35186조, 5 CCR 4686)
보고
분기별로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공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와 카운티
교육청장(County Superintendent of Schools)에게 모든 불평사항의 본질과 해결책에 대한 요약자료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해결/미해결 사항의 숫자와 함께 일반적인 주제별 불평사항의 횟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법제35186조, 5 CCR 4686)
양식 및 공지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각 학교에 윌리엄스 불평 제기양식을 비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불평 접수를 위해
교육구의 불평 제기 양식을 반드시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법제35186조, 5 CCR 4680)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교육구의 불평 제기양식에 고소인이 자신의 불평사항에 대한 답변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표시하고 불평 접수장소를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불평을 설명하기 위해 원하는 만큼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교육법 35186) 5 CCR 4680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각 학교의 각교실에 교육법 제35186조에 명시된 요소를 포함하는 공지가 게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법제35186조)
교육법 제48985조에 의하여 해당 공지는 재학생중 15% 이상이 사용하는 주언어가 영어가 아닌 언어일 때
학부모가 사용하는 주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방침: BP 5145.7
성희롱
교육 이사회는 모든 학생들에게 성희롱 는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해 학생들이 심각한 당혹감, 무력감, 자신감 상실, 학교 생활 수행 능력 감소, 결석이나 지각 등의 곤란함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이사회는 학생, 교육청 직원, 또는 학교에 다니는 다른 사람들, 학교 후원, 또는 학교 관련 활동에 의한 학생의
성희롱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성희롱은 1972년에 발효된 [교육법 IX항], 1964년에 발효된 [민권법 VII항],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의 규제 지침, 캘리포니아 법 및 교육청 방침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법률 및
정책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징계의 정당하고 합당한 원인이 됩니다. (a) 학생의 퇴학, 또는 (b) 그러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의 해고.
이사회는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학생의 성희롱 사건을 교장, 또는 다른 직원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촉구합니다.
교장, 피지명인, 또는 기타 적절한 관리자는 모든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성희롱에 관한 각
민원을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학생은 문제 당사자와 직접 불만 사항을 해결하도록 요청받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불만 처리 과정에서 불만 사항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지합니다. 괴롭힘에 대한불만 사항은 '이사회
규정 1312.3(a)'에 의거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내/정보
교육장, 또는 피지명인은 모든 교육청 학생에게 성희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지시 및
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같은 성별의 사람들 사이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성희롱을 구성하는 행위 및 행동
2. 학생들이 성희롱을 참을 필요가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
3. 성희롱의 피해자가 불평하지 않는 경우에도 성희롱의 사례를 보고하도록 격려하는 내용
4. 성희롱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
불만 처리 절차
성희롱에 대한 불만 사항 신고를 접수한 교장, 또는 피지명자는 즉시 행정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해야 합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자가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경우, 성희롱을 중단시키고 희생자에게
미치는 결과를 처리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장이나 피지명인은 피해자에게 가능한
다른 구제책을 알려야 합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문제를 법률집행 기관에 회부해야
합니다.
교장, 또는 다른 교육청 직원과 관련된 성희롱의 경우, 학생의 신고서를 접수하는 직원이나 사건을 관찰하는
직원은 부교육감/인사 담당 이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규율
학교에서,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학교 관련 활동에서 성희롱을 행위를 저지르는 학생은 해당 방침을 위반한
것이 되며 징계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4~12학년 학생의 경우, 징계 조치에는 정학 및/또는 퇴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징계를 부과할 때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법 48900.2] 교육감, 또는
피지명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형법이 정의하는 바와 같이 성폭력이나 구금 행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해 퇴학을
권장해야 합니다. [교육법 48915(c)]

기록 보관
교육장이나 피지명인은 교육청이 학교에서 반복적인 괴롭힘을 감시하고 해결하며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성희롱
사례를 기록해야 합니다.
성희롱에 대한 모든 불만과 혐의는 조사, 또는 후속 조치 수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5 CCR 4964] 채택된 정책 : 1999년 12월 7일 개정: 10.6.09

관리 규정: AR 5145.7
성희롱
금지된 성희롱은, 원치 않는 성행위, 성적 호의 요청 및 기타 성적인 언어적, 시각적, 또는 신체적 행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교육법 212.5절]
1. 지도 사항 준수는,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개인의 학업 상태, 또는 진도에 대한 조건이 됩니다.
2. 지도에 대한 개인의 준수, 또는 거부는 학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로활용됩니다.
3. 해당 지도는 개인의 학업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교육
환경 조성, 학생의 행위, 평가, 진급, 또는 기타 교육, 고용, 또는 직업 개발에 대한 고의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거나, 그에 영향을 줍니다.
4. 지도에 대한 개인의 준수, 또는 거부는 교육 기관에서, 또는 교육 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혜택 및 서비스, 상,
프로그램,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기초로 활용됩니다.
교육청 직원이나 다른 학생에 의해 범해지는 성희롱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쾌하게 몸에 기대는 행위, 성적인 접촉, 또는 유혹, 신체에 대한 마사지, 잡는 행위, 애무, 쓰다듬거나
쓸어올리는 행위
2. 불쾌한 성적인 비방, 별칭, 위협, 언어적 학대, 비하적인 발언, 또는 성적인 묘사
3. 개인의 신체에 대한 구두 설명, 또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성에 대한 대화
4. 성적인 농담, 이야기, 그림, 회화, 또는 몸짓
5. 성과 관련된 소문 전파
6. 개인의 몸이나 옷을 불쾌하거나 공격적인 방식으로 만지는 행위
7. 정상적인 움직임의 방해, 또는 차단
8. 성적 암시물 표시

성희롱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접수 받은 모든 감독자는[R 5항 준법 감시인의 IX항 및 CC]를 통보해야 함
학교 업무 담당 이사 및/또는 중등 학교 디렉터
통지
교육청의 성희롱 방침 및 규정의 사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각 학년 초에 학부모/보호자에게 보내는 통보서에 포함시키십시오.[교육법 48980절]
2. 각 학교장 사무실 주변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교육법 212.6]해야 합니다.
3. 매 분기, 학기, 또는 여름 학기 초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교육법 212.6]
4. 학교, 또는 교육청의 포괄적인 규칙, 규정, 절차 및 행동 규범[교육법 212.6]을 명시한 학교, 또는 교육청
출판물에 게재해야 합니다.
5. 교육청의 첫 분기, 또는 1학기 초에, 그리고 신입 직원이 고용 될 때마다 교육청의 교직원, 행정 직원 및 지원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및 직원 조직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학교 내 불만 사항 조사(현장 수준 고충 처리 절차)
1.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성추행과 관련된 모든 불만 사항을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개별적으로 다음 사항을 언급해야 합니다.
a. 불만 사항을 제기하는 학생
b. 괴롭힘을 당한 사람
c. 괴롭힘이 발생하는 것을 본 사람
d.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언급된 사람
2. 불만 사항을 제기하는 학생은 사건을 설명하고 목격자와 괴롭힘에 대한 다른 증거를 제시하고,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3. 교장이나 피지명인은 상기한 사람들하고만 불만 사항을 논의해야 합니다.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다른 적절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장, 또는 피지명자는 다음 사람과 불만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a.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
b. 불만 사항을 제기한 학생의 부모/보호자
c. 누군가를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부모/보호자
d. 관련 학생에 대한 지식이 있는 교사, 또는 직원의 참여는 누가 사실을 말말하고 있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있습니다.
e. 아동 학대 신고를 조사하는 아동 보호 기관
f. 교육청 법률 고문
4. 불만 사항을 제기한 학생과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동의하면 교장이나 피지명인은 상담 교사, 교사, 행정관,
또는 훈련받은 중재자의 도움을 받아 비공식적으로 불만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을 제기한 학생은 그러한 도움이 제공되지 않는 한 피고인과 직접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받지
않습니다.
5.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학생에게 불만 사항을 제기한 사람에게 교육청의 일정한 불만 사항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정식으로 불만 사항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학생이 공식적으로 불만 사항을
제기하기를 원할 경우, 교장이나 피지명인은 학생이 이를 수행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6. 불만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 상기한 사람이 작성한 진술
b. 각 개인 설명의 세부 사항 및 일관성
c. 불만 사항을 제기한 학생이 사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증거
d. 과거의 피고인에 의한 괴롭힘 증거
e.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된 과거의 괴롭힘에 대한 증언
7. 괴롭힘의 심각성 판단을 위해,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 위법 행위가 하나 이상의 학생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b. 부정 행위의 유형, 빈도 및 기간
c. 관련 인원수
d.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나이와 성별
e. 괴롭힘의 대상
f.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상황
g. 성과 관련없는 괴롭힘 사건을 포함한 학교에서 일어난 다른 사건들
8.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결정에 대한 조사 결과, 결정 및 이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보고서를 불만
사항을 제기한 학생과 피고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9.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교육감, 또는 피지명자에게 불만 사항 및 조사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성희롱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보고서는 괴롭힘을 끝내고 괴롭힘을 당한 사람에 대한 괴롭힘의
영향을 처리하며 보복이나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행동을 기술해야 합니다.

10. 불만 사항 접수 후 2주 내에 교장, 또는 피지명자는 불평 한 학생이 더 괴롭힘을 당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이 정보를 기록하고 그의 재량에 따라 그 후속 조치를 계속해야 합니다.
강화
성희롱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장, 부서장, 또는 피지 명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직원들과 정기적으로(최소한 매년) 학생 성희롱에 관한 이사회 방침 및 규정을검토하십시오.
2. 필요에 따라 학생의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직원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십시오.
3. 모든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성희롱에 관한 각 민원을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해당 학생은 문제 당사자와 직접 불만 사항을 해결하도록 요청받지 않아야 합니다.
4. 적절한 연령대별로, 학생들이 참을 필요가 없고 어떤 형태로든 성희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교육
받도록 하고, 그러한 행동을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5. 현장에서 저속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낙서를 제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6. 취한 조치를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리십시오.
7. 자녀 보호 서비스 및 법 집행을 알립니다.
8.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하십시오. 또한,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성희롱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법 법률 구제
본 정책의 어떤 내용도 고용 및 주택,(DFEH), 또는 민권 사무소와 같은, 민원 조정, 민간, 또는 지역 법률 서비스
기관, 명령 제지 및/또는 공정성과 같은 정부 기관에 대한 민원 제기를 포함하여 다른 민법 법률 구제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괴롭힘에 대한 항의는 통일 불만 사항 절차에 따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학생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는 학교 공동체 내의 다른 직원, 자원 봉사자, 또는 개인에 의한 행동에 대해 알고
있는 직원은 본 정책에 명시된 개인에게 해당 행동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본 정책을 위반한 행위를 알고
있는 직원은 피해자의 불만 사항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된 관리자에게 즉시 해당 행위를 보고해야 합니다.
부교육감 - 학업 서비스 및/또는 지명된 사람은 학생의 성희롱에 관한 모든 불만 사항을 즉시 통보 받고 해당
불만 사항에 대한 적시 조사 및 해결을 도울 것입니다.
승인 규정: 1999년 12월 7일 개정: 10.6.09

이사회 방침 BP 6163.4
안내: 학생 기술 활용
지배 이사회는 교육청이 제공하는 기술 자원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 학습을 발전시키기 위해
안전하고 책임감 있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해당 자원을 사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적절하고
적절한 용도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사, 행정 직원 및/또는 도서관 매체 기술자는 교실에서 사용되거나 학생의 의도된 목적과 연령에 적합한 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배정되는 기술 자료 및 온라인 사이트를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교육청 방침 및 교육청의 사용 허가된 사용 협약에 따라 교육청 기술의 허가된 사용,
사용자 의무 및 책임, 허가되지 않은 사용 및/또는 불법 활동에 대한 결과를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교육청 기술에는 서버, 무선 컴퓨터 네트워킹 기술(Wi-Fi), 인터넷, 전자 메일, USB 드라이브, 무선 액세스
포인트(라우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및 컴퓨터를 포함한 교육청의 컴퓨터 네트워크가 포함됩니다. 호출기,
MP3 플레이어, 착용 가능한 기술, 비상 무선을 포함한 모든 무선 통신 장치 및/또는 미래의 기술 혁신(사이트
내외, 또는 구역 소유, 또는 개인 소유 장비를 통한 접근 여부에 상관없이), 또는 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학생이 교육청 기술을 사용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 받기 전에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는 서명한 사용 가능 사용권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동의서에서 학부모/보호자는 기술 보호 조치, 또는 사용자의 실수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교육청, 또는 교육청 직원을 보류하지 않을 것에 동의해야 하며, 발생된 모든 손해, 또는
비에 대해 교육청 및 교육청 직원을 면책하고 무해하는 데에 동의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사전 통보, 또는 동의 없이 교육청의 관할권 내에서 학생의 기술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컴퓨터 파일, 이메일,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시징 및 기타 전자 통신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교육청 기술의 사용이 비공개가 아니며 교육청이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을받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용도.
학생들은 교육청 기술을 사용함에있어 합당한 기대치를 갖지 못합니다. 학생의 개인 소유 장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법률, 교육청 방침, 또는 학교 규칙 위반의 증거를 발견 할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의심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색 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자는 [교육법 49073.6 및 BP/AR 5125] - 학생 기록에 따라 모든 교육청 학생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통해 학교 안전, 또는 학생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이사회 방침, 또는 교육청의 수용 가능한 사용 계약을 위반한 경우,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적절한 경우
학생의 사용자 권한을 취소, 또는 제한하거나 학생의 교육청 장비 및 기타 기술 자원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사용은 또한, 법률 및 이사회 방침에 따라 징계 조치 및/또는 법적 조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나 피지명자는 학생과 적절한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청 기술을 사용하는 학생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고, 교육청이 변화하는 기술과 환경에 적응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인터넷 안전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교육청 컴퓨터가 음란물, 음란물, 아동 포르노 그라피,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시각적 묘사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고 그러한 조치의 시행이 보호되도록 하는 기술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 USC 6777; 47 USC 254; 47 CFR 54.520]
이러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장이나 피지명인은 인터넷상의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문제에 대한 학생의
접근을 제한하고 학생이 허가되지 않거나 불법적인 온라인 활동을 하지 않도록 규칙과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유해한 문제는 일반인에게 일반적인 주요 표준을 적용하고, 호기심이을 자극하고 관심을 호소하며 성적인
행위를 현저하게 공격적으로 묘사하거나 서술하는 문제이며, 심각한 문학,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결어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형법 313]
교육청의 이용 가능 사용 계약서는 인터넷, 또는 기타 전자 통신 수단을 사용할 때 다음에 대한 금지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학생 행동에 대한 기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1. 위협적, 외설적, 파괴적,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인종/민족, 출신 국가, 성별, 사회적 성별, 성적 취향, 연령,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경멸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는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에 액세스, 게시, 제출, 공표, 또는 표시하는 행위.
2. 의도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를 업로드, 다운로드, 또는 생성하거나 악의적으로 교육청 장비나 자료를
해치거나 파괴하려고 시도하거나 소위 "해킹"을 포함하여 다른 사용자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
3. 다른 학생, 교직원, 또는 그 사람을 협박, 협박, 괴롭히거나 조롱하는 의도로 다른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기타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한 개인 식별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대화방 및 기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안전하고 적절한 행동에
관한 연령에 적합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에는 온라인으로 개인 정보를 게시하는 위험성 행위,
온라인 범죄자에 의한 허위 진술, 부적절하거나 불쾌한 내용이나 위협을 신고하는 방법, 사이버 괴롭힘을
구성하는 행위 및 사이버 괴롭힘을 받을 때 대응하는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채택된 이사회 방침: 09.01.98, 개정 11.17.09, 01.19.16

관리 규정: AR 6163.4
안내: 학생 기술 활용
교장, 또는 피지명자는 각 학교의 기술 자원의 유지 관리를 감독해야 하며 지침을 작성하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 담당 직원은 시스템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기대 사항을 설명하는 해당 행정 규정 사본, 그에
동반하는 이사회 방침 및 교육청의 이용 가능 계약서를 수령해야 하며 학생이 기술 자원을 사용하도록 감독하는
역할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자원을 사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적절하고 적절한 용도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사, 행정 직원 및/또는 도서관 매체 기술자는 교실에서 사용되거나 학생의 의도된 목적과 연령에 적합한 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배정되는 기술 자료를 미리 확인하고 온라인 사이트를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학생은 교육청 장비를 사용하여 인터넷, 또는 기타 온라인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사회 방침, 아래 명시된 사용자 의무 및 책임 및 교육청의 이용 가능 사용 계약.
1.

온라인 서비스 계정이 발급된 학생은 항상 적절한 사용을 책임집니다. 학생은 개인 계정 번호와 비밀
번호를 비공개로 유지해야 하며 자신에게 배정된 계정만 사용해야 합니다.

2.

학생들은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주로 교육 목적으로 교육청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위협적, 외설적, 파괴적,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인종/민족, 출신 국가, 성별, 사회적 성별, 성적 취향, 연령,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경멸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는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에 액세스, 게시, 제출, 공표, 또는 표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해한 문제는
일반인에게 일반적인 주요 표준을 적용하고, 호기심이을 자극하고 관심을 호소하며 성적인 행위를
현저하게 공격적으로 묘사하거나 서술하는 문제이며, 심각한 문학,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결어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4.

학교 직원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학생들은 이메일, 대화방, 또는 기타 직접적인 전자 통신을 사용할 때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 사용, 또는 보급해서는 안됩니다. 학생들은 학부모/보호자의
허락 이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는 개인에게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의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에는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기타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됩니다.

5.

학생들은 마약, 주류, 또는 담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비윤리적

6.

관행이나 법, 이사회 방침, 또는 행정 규정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조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상업적, 또는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7.

학생들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을 협박, 협박, 괴롭히거나 조롱하는 데 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8.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관련 저작권법에 따라 온라인으로 게시됩니다. 연구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자료는
다른 인쇄된 출처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신용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9.

의도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를 업로드, 다운로드, 또는 생성하거나 악의적으로 교육청 장비나 자료를
해치거나 파괴하려고 시도하거나 소위 "해킹"을 포함하여 다른 사용자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0. 학생들은 다른 사용자의 이메일 송수신 능력을 방해하려고 시도해서도 안되며 다른 사람의 신원을 읽거나
삭제, 복사, 수정, 또는 사용하려고 시도해서도 안됩니다.
11. 학생들은 보안 문제나 서비스 오용을 교사, 교직원, 또는 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사전 통보, 또는 동의 없이 교육청의 관할권 내에서 학생의 기술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전자 메일을 포함한 컴퓨터 파일 및 전자 통신문이 비공개가 아니며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접근할 수 있음을 통보 받게 됩니다.
학생이 이사회 방침, 또는 교육청의 수용 가능한 사용 계약을 위반한 경우,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적절한 경우
언제든지 학생의 사용자 권한을 취소, 또는 제한하거나 학생의 교육청 장비 및 기타 기술 자원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사용은 또한, 법률 및 이사회 방침에 따라 징계 조치 및/또는 법적 조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관리 규정: 11.17.09

조사 교육에 대한 학부모 허가
해당 시험, 질문, 설문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서면 통보를 학생, 또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한, 또는 보호자는 학생이 해당 시험, 질문, 설문 조사, 또는 검사를 치를 것을 서면 허가하지 않는
한, 성, 가정 생활, 도덕 및 종교에 관한 학생의 신념, 또는 관행,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성별, 가족
생활 및 신앙, 도덕과 종교에 관한 질문이 포함된 시험, 설문 조사, 설문 조사는 유치원, 또는 1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모든 학생에게 치를 수 없습니다. [교육법 51513]

학부모 리더십 아카데미 워크숍 2018 - 2019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모든 워크숍은 무료이며 모든 부모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모든 워크샵 모듈은 성인 학교 Cuesta 캠퍼스(12254 Cuesta Drive, Room H12, Cerritos, California 90703,따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서 오후 6시 30 분부터 8시 30 분까지 열립니다.모든 모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듈은 '무료'이며 커뮤니티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양육 문제에 대해 학습하는 동시에 다른 참여 학부모와
만나세요! 일부 워크샵에서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ABCADULTSCHOOL.EDU, 또는 '성인 학교
Cuesta 캠퍼스'(Adult School Cuesta Campus)에 직접 등록하십시오.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각 모듈의 첫날
밤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Nattaly Salazar at (562) 229-7960 (내선 25017)에게
연락해 문의해 주십시오.

수요일, 11 월 14 일 : 대학 대시 보드 - 발표자 : Valencia Mayfield
모듈 1: 대학이 시작됩니다. - 준비 되셨나요?!-Sasha Leonardo

화요일, 9월25일: 중요한 4개년계획
화요일, 10월 2일: 훌륭한응용프로그램준비하기
화요일, 10월 9일: 이용가능한재정자원!
화요일, 10월 16일: 대학학부및경력여행
모듈 2: 고등학교와그너머! - 오후 6시 - 오후 8시 Jennifer Mai
화요일, 10월 25일: 대학응용 101
화요일, 2월월 21일: 여름프로그램
화요일,3월 21일: 고등학교일정
모듈 3: 여러분과자녀를위한건강 - 레이첼산토스
화요일, 10월 23일: 긍정적인행동소개
화요일, 11월 6일: 모든사람들을위한긍정적인커뮤니케이션
화요일, 12월 4일: 긍정적인징계기법
모듈 4: 모두유아교육으로시작됩니다! - Nancy Cham & Megan Suarez
월요일, 1월 14일: 가족의 글쓰기 능력
월요일, 1월 21일: 개발의시대와계단
월요일, 1월 28일: 자부심형성
월요일, 2월 4일: 유치원준비
MODULE 5: Raising 디지털키즈"육성 - 기술을학습도구로만드는방법 -–David Franklin
수요일, 1월 23일: ABC 교실에서기술의중요성
수요일, 1월 30일: 읽기, 수학및기타분야의성공을위한기술
수요일, 2월 6일: 우리의아이들과사회미디어
MODULE 6: 학교성공을위한작문기술 - Bianca Strong
수요일, 2월 27일: 글쓰기의기초마련

수요일,3월 6일: 논픽션쓰는법
수요일, 3월 13일: 표준화된시험의작문사례
MODULE 7: 건강을위한영양과운동– Monica Corona
수요일, 3월 20일: 모든사람들을위한영양기초
수요일,3월 27일: 바쁜삶을위한영양
수요일, 4월 3일: 운동에대해배우자!
수요일, 4월 10일: 마약및알코올남용방지.

학부모 주의사항! 교육청 양식 승인 절차
학부모/보호자 님께:
ABC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안내서는 다양한 교육청 양식의 권리, 책임, 그리고 승인과 관련된 학부모, 보호자, 그리고 학생에
대한 연간 통지입니다.
안내: 87페이지의 양식 승인 진술을 검토하십시오. 본 안내서의 최종 페이지에 있는 양식 승인 답변지' 를 사용해 각 교육청
양식에 대해 '네'(Y), 또는 '아니오'(N)에 마크해 답변합니다.
'양식 승인 답변지'를 학교에 제출하고 안내서와 양식을 기록을 위해 보관합니다.
필요에 따라 47-82 페이지에 있는 본래의 교육청 양식을 검토 및 참조하십시오. 안내가 없는 경우, 이 양식을 학교에 반납하지
마십시오.
학부모/보호자 승인이 필요한 양식:
양식1 학교 급식 프로그램 자격(온라인 신청서)
양식2 안내서 검토 수령 승인
양식3 표준/행동 규범 준수
양식4 양육 청소년 검진
양식5 군사 관련 청소년 검사
양식6 주택 정보
양식7 이주 교육 프로그램
양식8 학부모비디오테이프/녹화/사진허가
양식9 자발적인학생사고건강보험
양식10 ABC 통합교육청기술협약
양식11 텍스트 북 및 도서관 자료

● 감금에 대한 법원 명령
● 약물 치료 지원 요청
● 학생 기록 공개
● 응급 의료 주의 승인
알림: 본 책자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양식 승인 답변지'를 학교에 제출하고 안내서와 양식을 기록을 위해 보관합니다.

양식 승인 답안지
안내 :
학 생 이 름을 박 스 에 써 주 십 시오 .
학 교 이 름을 박 스 에 써 주 십 시오 .
소 책자 의 주 소 레 이블 에 있 는
특 정 우 편 물 ID 번 호에 마 크 해
주 십시 오 .
86페 이 지에 있 는 각 양 식 승 인
진 술을 숙 독 하십 시오49-84.
.
답 안지 의 Y (네 ) 또 는 N (아 니 오 )
중 해당 하는 란 을 연 필 로 칠 해
주 십시 오 .
온 라인 ABC 학 부 모 포 털 계 정을
활 성화 하시 려면 이 시 트에 귀 하 의
이 메일 주 소 를 기 입하 십시 오 .
해 당되 는 경 우 학 생의
건 강 정 보를
기 입하 십시 오 .
답 안지 에 서 명하 고 날 짜를
기 입하 십시 오 .
답 안지 를 학 교로 보 내 주십 시오 .
* 알 림 :온라인 급식 신청 , 주택 정보 양식 ,
이민자 교육 , 자발적 상해 보험 , 약물 치료 지원
요청에 필요한 추가 양식이 있을 경우 작성 및

ABC 부 모 PORTAL 계 정 활성 화 . 이번 학년도에 온라인 학생 학업 정보에 액세스하기 위해 ABC
학부모 포털 계정을 만드시려면 ,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 주십시오 .
귀 하의 이 메일 주소 >

학생 건강 정보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심각한 부상 , 질병 또는 수술에 대한 설명 :
만성적인 건강 상의 문제 (천식 , 당뇨병 , 청력 등 )에 대한 설명 :
시력이나 눈 문제 (안경 , 접촉 , 마지막 시험 ) 설명 :
자녀의 알레르기에 대한 설명 :

학부모 서명 필수 사항:
학부모/보호자는 본 답안지에 서명한 후 학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 답안지 상의 서명은 47-82 페이지에 있는
ABC 양식을 읽었으며, 위의 답안지에 제시된 승인 응답 양식을 인증했음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명 일자

49-84

이것은 답안지의 예시일 뿐입니다.
안내:

Smith,
Joe

학생 이름을 박스에 써 주십시오.
학교 이름을 박스에 써 주십시오.
소책자의 주소 레이블에 있는
특정 우편물 ID 번호에 마크해
주십시오.
86페이지에 있는 각 양식 승인
진술을 숙독하십시오.
본 응답지의 Y(네), 또는
N(아니오)에 마크해 답변해
주십시오.
귀하의 온라인 ‘ABC 학부모 포털
계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
응답지에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십시오.
해당될 경우, 학생의 건강
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응답지에 서명한 후 일자를 입력해
주십시오.
응답지를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Aloha

0 1 2 3 4 5

*알림:온라인 급식 신청, 주택 정보 양식,
이민자 교육, 자발적 상해 보험, 약물 치료
지원 요청에 필요한 추가 양식이 있을
경우 작성 및 제출해 주십시오.

ABC 부모 PORTAL 계정 활성화. 이번 학년도에 온라인 학생 학업 정보에 액세스하기
위해 ABC 학부모 포털 계정을 만드시려면,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 주십시오.
귀하의 이메일 주소>

학생 건강 정보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심각한 부상, 질병 또는 수술에 대한 설명:
만성적인 건강 상의 문제(천식, 당뇨병, 청력 등)에 대한 설명:
시력이나 눈 문제(안경, 접촉, 마지막 시험) 설명:
자녀의 알레르기에 대한 설명:

양식 승인 답안지
학부모 서명 필수 사항:
학부모/보호자는 본 답안지에 서명한 후 학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 답안지 상의 서명은 47-82 페이지에 있는
ABC 양식을 읽었으며, 위의 답안지에 제시된 승인 응답 양식을 인증했음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9-84

ABC 통합 교육청 지구
16700 Norwalk Boulevard, Cerritos, CA 90703 (562) 926-5566

제 2 형 당뇨병 건강 위험

친애하는학부모/보호자님께:
캘리포니아 교육부 요구사항, 교육법 49452.7 조항에따라 2010년 7월 1일학군은 아동에게 제 2 형 당뇨병의 유행 및 건강
위험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제 2 형 당뇨병에 대한 설명:
몇 년전까지만 해도 2형 당뇨병은 드물게 어린이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과체중 청소년의 경우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당이 너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혈당치가 높으면 심장, 신장 및 신경을 비롯한
신체부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위험요소:
어린이와 청소년의 제2형 당뇨병과 관련된 위험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체중인경우: 어린이의 제2형 당뇨병에 대한 가장 큰 위험요소는 과체중입니다. 과체중 아동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두 배
이상입니다.
•당뇨병의 가족력: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부모에게 병력이 있습니다.
•비활성: 비활성 상태가 되면 신체의 인슐린 반응능력이 감소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혈액에서 세포로서 포도당을 얻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정인종/민족집단: 아메리카 인디언,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또는 아시아/태평양 사람은 제 2형 당뇨병을 다른 소수
민족보다 더 앓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춘기: 사춘기의 젊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보다 제2형 당뇨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높 습니다. 아마도 이 급속한 성장과
신체 발달단계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는 호르몬 수치가 정상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제2형 당뇨병의 위험요소:
소아에서 제2형 당뇨병의 징후와 증상은 천천히 진행되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의 징후와 증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갈증이 남, 구강 건조 및 잦은 배뇨; 원인불명의 체중감소; 매우 피곤한 느낌; 목
뒤쪽이나 팔아래에서뻣뻣이 느껴지며, 두껍고 어두운 피부. 시야가 흐려짐; 상처가 나고 또는 상처가 늦게 치유됨; 여학생의
불규칙적인 생리기간 및 과도한 얼굴 및 몸과 머리카락 성장. 일부 청소년은 이러한 징후를 전혀 느끼지 못하며, 이러한 증상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제2형 당뇨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병 진단을 위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제 2 형 당뇨병 예방 및 치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선택은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현명한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지방과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신체활동 증가. 아이들은 매일 적어도 60분의 신체활동을 해야 합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어린이 당뇨병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 약물로 질병을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를 방문하십시오. 제2형 당뇨병 치료의 첫 번째 단계는 의사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자녀가 나이, 체중 및 신장
(BMI)에 따라 과체중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당뇨병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형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

소아에서 제2형 당뇨병은 예방가능하고 치료가능한 질병입니다. 이 정보시트는 이 질병에 대한 귀하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가능한 당뇨병 선별 검사 유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학군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당뇨병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교 간호사나 건강관리사에게 문의하십시오.

ABC USD 영양 서비스
부모 주의사항!

여러분을 웹사이트에 초대합니다.

2018-2019 학기 동안 아이의 학교 점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www.schoollunchapp.com 온라인
(여러분의 신청 처리 절차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권장 추천 방법입니다!)



또는아이의 학교식사 신청서(종이)를 완료하여 영양 서비스부*에 제출하십시오.
아이의 모든 목록을 한 신청서에 작성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www.abcafe.us


온라인 식사 신청 ……………




미리 지급 옵션…………
알레르기 정보



특별 식사 요청 양식



부정적인 회계 밸런스 정책



학교 메뉴



메뉴 영양 정보



건강 레시피 & 다양한 정보

*보너스 식사/항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식사신청서(종이)는 영양 서비스 사무소
에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 내에 처리됩니다.

새로운 식사 가격(2018년 7월1일부터 유효):
점심

아침

초등학교 점심 - $2.70

초등학교 아침 - $1.25

중학교 점심 - $2.95

중학교 아침 - $1.50

고등학교 점심 - $3.20

고등학교 아침 - $1.50

양을 줄인 점심 - $.40

양을 줄인 점심 - $.30

우유만 - $ .50

우유만- $ .50

질문 또는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하십시오:(562) 926-5566 (내선 21275)

ABC 통합 영양 서비스
저희웹사이트www.abcafe.us를방문해주십시오.
마이너스 계정 잔액 방침 2017년 3월 1일

친애하는 학부모/보호자 님께
자녀의 급식 계좌 잔액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녀의 계좌 잔액을
확인하거나

결제하시려면

당사

웹

사이트

www.abcafe.us를

방문하여

'선불

결제

옵션'

탭을

클릭하십시오.자녀가 TK-6학년인 경우 자녀의 계좌 잔액이 낮을 경우, 금요일에 전화를 받게 됩니다.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계정이 부정적으로 변화할 경우 전화를 받게 됩니다. 마이너스 계정 잔액에 대한 Google의
정책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자녀가 유급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귀하의 자녀는 오(5) 회까지 크레딧이 연장될 것입니다. 자녀가 5회의 점심 식사 한도에 도달하면, 본사로
보고해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마이너스 계좌 잔고가 상환될 때까지, 자신의 음식을 제공하거나 자녀에게 매일
식사비를 지불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저희는 귀하의 자녀에게 5회 식사를 넘으면 크레딧을 연장하지
않으며, 학생의 계좌가 더 이상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유의해 주십시오.
각 학교는 PTA나 다른 학교 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금액 충전을 잊어 버리거나 돈을 분실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귀하의 자녀는 계속해서 식사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계정 잔고는 가능한 한 빨리 지불해야 니다.
주의 사항: 귀하의 자녀는 마이너스 계정 잔고가 완전히 지불될 때까지 메뉴에서 음식 항목을 구매할 수 없으며,
성적을 받거나 어떠한 견학, 판촉 또는 졸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보와 관련하여 영양 서비스 부서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562) 926-5566 (내선번호. 21275)로

ABC 통합 영양 서비스
www.abcafe.us를 방문하십시오.
특별 식사 숙박 및 음식알레르기/장애인정책
USDA 규정 7 CFR Part 15b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식사를 제한하는 학교급식을 대체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은 면허가 있는 의사의 서명된 진술에 의해 그 필요성이 뒷받침될 경우, 식품 대체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녀가음식알레르기/부작용 및/또는 장애진단으로 인해 특별한 식사 및 숙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녀의
부모/보호자는 ABC USD 영양 서비스부서에 자녀의 상황을 완성된 식사 양식에 대한 의료 진술서
(인정된의료기관이서명해야함)를 요청해야 합니다.
음식알레르기사례:
일반적으로 음식 알레르기 또는 불내증을 가진 어린이는 다음 중 어느하나에 정의된 장애가 없습니다.
재활법504조 또는 IDEA의 B항, 학교급식서비스는 식품 대체물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필수사항은 아닐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가 있는 의사의 평가에서 음식 알레르기로 인해 중증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어린이의상태가 "장애"의 정의를 충족시키면, 면허가 있는 의사가 정한 대체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심한 알레르기 (즉, 음식알레르기가 장애로 여겨지는 경우)가 가능한 유일한 알레르기가 없는 식사 대체물은 쌀과
콩앙트레입니다. 다른식사숙박시설 (즉, 신체장애관련)은 보장되지 않으며사례별로 결정됩니다. 귀하의 선택을
논의하려면 영양서비스부서에 연락하십시오.
장애인 자격이 없는 음식 알레르기로 진단된 어린이는 식품 대체 및/또는 편의 제공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부서의 "알레르기 증상 및 식품목록 (www.abcafe.us에서가능)을 자녀와 함께 검토하고 학교급식을
이용할 때 피해야 할 음식물을 알리는 것은 자녀의 학부모/보호자의 책임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직원들은 각
사이트의 아동수가 많아서 아동의 음식 선택을 모니터링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음식 불내증이나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 음식에 노출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아나필락시반응)이 없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 식사 숙박 양식에 관한 정보는 학생의 학교 간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또는식품 및 영양서비스 (562) 926-5566
(내선 21550)
학생알레르기 /장애와 관련된 학부모/보호자의 의무요약 :
•특별 간병 숙박에 관련된 정보는 학교 간호사 또는 식품영양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양식은 면허 있는의사, 의사보조원 또는 간호사 종사자가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우리부서의 "Allergens & Food Sensitivity"목록을 자녀와 함께 검토하고 음식물을 알리십시오.
학교 급식을 섭취할 경우 피해야 합니다.
•자녀의 학교에 자녀의 알레르기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십시오.
•자녀의알레르기/장애에 관해 교사, 감독자 또는 방과후활동/프로그램 및/또는 PTA/견학여행에 알립니다.

저희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562) 926-5566 내선( 21550)으로 문의하십시오.

귀하의기록을위해본양식을보관해주십시오.

ABC 통합 교육청

16700 Norwalk Boulevard, Cerritos, CA 90703 (562) 926-5566

2018-2019 수령 및 검토 확인
친애하는 학부모/보호자 님께
ABC 통합 교육청은 [캘리포니아 교육법 48980-48984]에 의거해 부모와 보호자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매년 통지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통지서에 언급된 특정 서류를 확인하시려면 학교 행정 직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해당 직원이 귀하께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 할 것이며, 귀하께서 검토하기를 원하는
자료의 사본을 입수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릴 것입니다.
아래 "수령 및 검토 확인" 양식을 작성하여 학생의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이 책자의 스페인어, 중국어 또는 한국어 판본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 문의해 주십시오. Si
necesita este libro en Español, Chino o Coreano, por favor comuniquese a su escuela.

如果您需要此翻譯成西班牙文，中文或韓文的手冊，請向學校聯絡. (Chinese)
이 책자의 한국어 번역본을 원하시면 학부모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로
연락하십시오.(Korean)

수령 및 검토 확인
[캘리포니아 교육법 § 48982]에 의거해 학부모/보호자는 이 고지문에 서명하여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서
상의 서명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통보 받았음을 뜻하나, 특정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 이름:
학부모/보호자 이름:

학년:

주소

시

전화 번호: (_)

학부모/보호자 서명
(학생이 18 세 미만인 경우)

우편 번호
학교:

학생 서명
(학생이 18 세 이상인 경우)

귀하의 기록을 위해 본 양식을 보관해 주십시오.

행동 규범
행동 규범은 학부모, 학생, 학교 직원 및 보호자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동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부모, 학교 및 더 넓은 공동체와 저희가 교류하는 데 있어
모두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규범은 학교의 가치와 기대에 부합하는 상세한
지침보다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규범은 물론 연방 법률이나 주 법률에 따라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배제하거나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과 학교 자체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본 규범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 교사가 모두 교육청 내 학생들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본 규범은 우리에게 학생들이 현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도록 상기시키고 있으나, 다른 현실은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은 상황에 평등하고 평온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개입을 모색할 수 있는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학교 공동체 가치
•

모든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이지 않은 태도

•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때 협조적 태도를 취합니다.

•

열린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개발합니다.

•

다른 사람들과 공평하게 일하십시오.

•

신뢰에 기초해 일하십시오.

•

저희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십시오.

•

정직과 성실함을 보여 주십시오.

•

사람, 아이디어 및 의견의 차이점을 존중하십시오.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및 직원에 대한 기대:
•

존중과 예의로 대우 받으십시오.

•

학교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십시오.

•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

관련된 개인과 직접 조용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해 주십시오.

•

갈등이 발생하면 회의 규범에 따르십시오.

•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명확하게 듣고 소통하십시오.

•

직원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기밀을 유지합니다.

확인
본인은 위의 'ABC 학교 행동 규범', '학교 공동체 가치',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및
직원에 대한 기대에 대해 숙독했으며 준수할 것입니다.

학부모 / 보호자
교사
일자

교장
학생

귀하의 기록을 위해 본 양식을 보관해 주십시오 .
위탁 양육 청소년 검사 양식
친애하는 학부모/보호자 님께
귀하께서 위탁 자격을 가진 자녀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본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위탁 청소년 이라는 용어는 청소년 교육 권리를 육성할 자격이 있는 학생을 확인하기 위해
보호관찰 청소년뿐아니라 위탁 양육에도 적용됩니다.
학생:
연령:

학년:

D.O.B.:

학교
학부모/보호자

이 학생은 수양 자녀입니까?

전화/휴대전화 번호

예 _____ 아니오 _____

청소년이 가정에서 퇴거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소년 독립 법원 청원(공개 의존성
[300])의대상입니까?
보호 관찰 소년: 이 학생은 보호 관찰 소년입니까?

네

아니오______

청소년 비행 법원 청원의 대상(공개 의존성[602])은 거주하는 곳과 관계가 없습니다.
청소년 전환기?

네

아니오_______

청소년 법원의 재판관할 하에서 청소년은 18-21 세이며 연장 위탁양육을 하고 있습니까?
--------------------------------------------------------------------------------------------------------------------------

군사 관련 청소년 검사 양식
친애하는 학부모/보호자 님께
군대와 관련되어 있는 학생인 경우, 본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공개는 필수는 아니지만 학생에게 추가적인
권리와 보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학생:
연령:

학년:

D.O.B.:

학교

학부모/보호자
전화/휴대전화 번호

이 학생은 현재 현역 미국 군대, 또는 국가 경비대, 또는 예비군 소속 군인의자녀입니까? 네_____아니오____
이 학생은 퇴역한 미국 군대, 또는 국가 경비대, 또는 예비군 소속 군인의자녀입니까?

네

아니오_____

감사합니다. 이 학생의 가족이 군대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는 이 학생이자신의 모든 관련 교육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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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기록을 위해 본 양식을 보관해 주십시오 .
주거 정보 양식
귀하의 답변은, 이 학생이 [McKinney-Vento 법]에 근거한 서비스를 위한 적격성 요건에 부합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학생:
학년:

연령:

D.O.B.:

학교

학부모/보호자
전화/휴대전화 번호

주소

도시

우편번호:

이 주소는 임시입니까? 영구적인 것입니까? (동그라미로 표시)
학생의 현재 거주 상황에 관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둘 이상 선택 가능)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있는 주택, 또는 아파트
모텔/호텔, 차량 또는 캠프장
쉼터, 또는 기타 임시 주택
친구, 또는 가족(학부모/보호자 이외, 또는 추가)
비보호
공동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다음 중 적용되는 모든 이유에 마크하십시오.
주택 손실
경제 상황
일시적으로 집이나 아파트를 기다리는 중임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일
남자 친구/여자 친구와 함께 거주
고용 상실
학부모/보호자 배치
기타(설명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는 부모님이나 보호자와 별도로 거주하는 18 세 미만의 학생입니까?
네 아니오
주택 및 교육 권리
고정, 정규 및 적절한 야간 거주지가 없는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최종 입학한 학교에 즉시 등록하거나 입학 당시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주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분리되거나 대우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정규 학교 수업일의 본래 학교로의 교통,

3) 무료 식사, 제 1항 및 기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 그리고다른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의 과외 활동으로의 교통.
이 권리에 관한 질문은 ABC USD McKinney-Vento 연락관 (562) 926-5556(내선 21119), 또는 (866) 856-8214의
주 코디네이터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상기한 권리를 수령하고 이해했음을 인정합니다.

학부모/보호자/소속이 없는 학생의 서명

일자

등록시 , 또는 개학
첫 기록을
날에 학부모께서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십시오
!
귀하의
위해 본 양식을
보관해
주십시오
.

ABC 통합 교육청

16700 Norwalk Boulevard, Cerritos, CA 90703(562) 926-5566

이민 교육 프로그램
교육 지원 기회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중 과거 3년 동안 계절 활동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귀하의 자녀는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려면 본 양식을 작성해 자녀의 학교, 또는 이민 교육 모집자에게제출하십시오.
귀하, 또는 다른 성인이 지난 3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직종에서 일하기를 원하면서 여행한(임의의
지역으로) 적이 있습니까?
적절한 활동에 마크하십시오.
( ) 채취, 절단, 재배, 또는 훈증을 위한 포장, 선별, 운반 또는 준비 분야를포함한 농업, 과일, 채소, 알팔파의 수확
활동.
( ) 농장에서의 활동, 동물 보호, 유지, 사료 공급, 젖소 우유 수집, 수송 등.
( ) 토마토 소스, 과일 젤리,칠리 소스, 밀가루, 또는 곡물 가루를 또띠야용으로 가공하는 것, 육류 및
가금 육류의 포장 또는 절단 등을포함한 식품 가공 유형 활동
( ) 가족 지원을 위한 농장 동물 양육, 계란 판매, 치즈 판매 등과 관련된 활동.
( ) 다양한 꽃의 보육, 파종, 절단, 심기, 나무, 풀, 관목 등의유지 관리와 관련된 활동
( ) 어업에 관련된 활동: 낚시, 선별, 포장 또는 운송 등.

학부모/보호자 이름
주소
전화
학생 이름

학교

학년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민 교육 사무소 (562) 926-5566(내선: 21376, 21379 또는 21378)의 Cecilia Perez,
Helia Carlos 또는 Alejandra Barajas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귀하의 기록을 위해 본 양식을 보관해 주십시오.

ABC 통합 교육청

16700 Norwalk Boulevard, Cerritos, CA 90703 (562) 926-5566

학생이 비디오 기록/사진에 대한 학부모 허가
제 1 확인:
본인은 본인의 자녀
(자녀 이름 인쇄체)에 대해 다음 사항에 허가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자녀
(자녀 이름 인쇄체)에 대해 다음 사항을 거부합니다.

ABC 통합 교육청을 위한 공개 정보 및 교육 목적을 위한 촬영, 동영상 녹화 및/또는 사진 촬영. 본인은
자녀의 사진, 또는 기타 시각적 이미지가 신문, 영화 또는 전자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보여지도록 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은 명시적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합니다.

(학부모 서명)

(일자)

동영상/사진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 한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실 수업

•

교사를 위한 워크샵

•

지역 공동체 액세스 케이블 TV 프로그램

•

학부모 및 지역 공동체에 대한 발표

•

학교 및 교육청 팜플렛, 뉴스레터 및 기타 학교, 또는 교육청 출판물

•

교육청, 또는 학교에 관한 이야기에 동반되는 신문, 또는 잡지

학생과 학교의 혜택:

•

교사의 교수법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법 공유

•

학생을 위한 교육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 및 사진

•

지역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양호한 프로그램

6200-SE (개정. 7/13-169/72)

귀하의 기록을 위해 본 양식을 보관해 주십시오.
ABC 통합 교육청
위험 관리
16700 Norwalk Boulevard, Cerritos, CA 90703
(562) 926-5566(내선. 21212)
2018-2019 학년도
답장: 학생 사고/건강 보험의 자발적인 가입
친애하는 학부모/보호자 님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상을 당하거나 아플 때 필요한 진료에 액세스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도전하는 것입니다. 낮은 비용의 사고 또는 질병 보험은 이러한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할
수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귀하를 돕기 위해, 귀하의 학교는 자녀를 위한 다양한 보상 범위 옵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여러 가지 혜택 수준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제공되는 브로셔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관련 상해에
적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연중 무휴 보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자녀가 다른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
옵션을 가장 권장) 또한 치과 사고 플랜, 가족 전체를 위한 약국 할인 프로그램 및 학교 대항전 축구 경기 사고
플랜(Intertersololastic Tackle Football Accident Plan)도 제공됩니다. 다른 보험의 "빈 틈"(gap)을 채우기를 원하거나
자녀를 위한 기본 보험을 찾으려는 경우, 귀하의 필요에 맞는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언제든지 의사, 또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학생 사고 및 질병 보험 보상은 요금을 할인하는 데
동의한 의사 및 병원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포함합니다. 계약된 의료 기관을 통해 치료받으면, 특히
자녀가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직접 지불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에서 구체적인 브로셔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팜플렛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면 MyersStevens & Toohey & Co., Inc. (800) 827-4695, 또는 (949) 348-0656으로 전화하셔서 플랜 곤리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이 양식의 하단을 기입 완료하셔서 즉시 자녀를 통해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oshie Cox
리스크 관리 및 구매 담당 이사
(학생 이름)_____________________ 의 학부모/보호자로서 저는, ABC 통합 교육청이 학생의 상해에 대한 의료
보험을 제공하지 않지만 자발적인 학생 보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저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령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자녀를 등록시킬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자녀를 등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서명

일자

학교

학년

이제 학생 사고
보험은 과거에

2018-2019학년도

비해 더욱
중요합니다!

자녀를 보호하기위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은
상처를 입고 의료비 지출이
중대해질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자녀는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귀하의 플랜에는 큰 공제 항목 및 공동
보험이 있습니까?

•

귀하께서 선택한 의사를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정렬 및 관리:

저희 플랜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718

myersI stevens I toohey

718

구매하려는 플랜 결정
다음계획은강화된뇌진탕의혜택을포함합니다 - 자세한내용은다음페이지를보십시오 "

학생 사고 및 질병 플랜

School-Time 사고 플랜
학생(P-12 학년)들은 본 플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으로 인한 부상:

당사의 최고 조건

• 정규 수업 전 1시간 및 수업 후 1시간을 포함하여, '학교 구내'에서

보험!

지속적으로 '학교 학교의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는 때의 당일 해당 시간

학생(P-12 학년)들은 본 플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연중 무휴 24시간, 귀하의 학생은 본 학년도 플랜에 기초한

동안의 '학교 구내'에서.

• 학교 대항 운동 활동과 비 접촉 봄 축구(학교 대항 고등학교 태클 축구

보험에 가입됩니다.(학교 간 대항 운동 포함,

제외)를 포함하여 학교가 후원하고 직접 감독하는 학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학교 대항 고등학교 태클 축구 제외) 송환 및 의료 피난(Medevac) 혜택이 포함됩니다. 이

참석하는 동안,

플랜은 일상적, 또는 예방적 치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규 출석을 위해 거주지와 학교를 방해받지 않고 직접 여행하는 동안, 또는

보험 혜택은 각 플랜에 따라 최대 $ 50,000 및 보험 적용 대상 보험 당 $ 200,000의 "혜택

캠퍼스가 후원하고 직접 감독하는 학교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는 학교와

설명"에 의거해 지급됩니다.

캠퍼스 밖 현장에서 학교의 지시에 의해, 그리고 지시 상에서 배정된, 학교와

이 플랜은 Myers-Stevens & Toohey & Co., Inc.(이하 "회사"로 약칭)가 완전한 등록 양식

캠퍼스 외부 현장 사이의 방해받지 않는 직접 여행하는 동안, 그리고 '학교

및 보험료를 수령한 당일 오후 11:59에 보상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보험의 보상

차량'을 타고 여행하는 동안.

적용은 귀하께서 지불한 달의 마지막 날 오후 11시 59 분에

이 플랜은 '회사'가 완전한 등록 양식 및 보험료를 수령한 당일 오후 11:59에

끝납니다. 적용 범위는 최대 12개월, 또는 2019년 9월30일까지 중 먼저 도달하는

보상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보상 적용은 2018-2019 학년도 정규 수업의 마감일

일자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오후 11시 59 분에 끝납니다.

보험 대상 또는 사고 보상 당 $ 50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주의 - 이 플랜은 상업 병원, 또는 진료소 이용은 보상되지

주의 -이 플랜에 따라 보상이 적용되는 상업 병원, 또는 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않습니다. “풀타임 24/7” 플랜을 참조하십시오.
혜택 수준:
높음
중간
학년도별 보험료:
$77
$63

1차 지불: $208.00
(귀하가 등록한 월의 나머지 부분과 추가 1개월
포함 ) 후불 : 한달에 $169.00, 2개월마다
청구됩니다 .

학교 대항 태클 축구 사고 플랜

낮음
$39

치과 사고 계획 (최대 $75,000)
학생(P-12 학년)들은 본 플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하루 24시간 동안, 모든 스포츠 및 모든
유형의 교통 이용 시를 포함하여, 세계 어디서든지 발생하는 적용되는 '사고'에 의한 치아

학생(9-12 학년)들은 본 플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으로 인한 부상:

• 봄철 연습 및 여름철 컨디셔닝, 웨이트 트레이닝 및 패싱 리그를 포함하여
학교가 후원하고 직접 감독하는 학교 대항 고등학교 태클 축구를

혜택은, 기존 캡, 또는 크라운의 수리, 또는 교체를 포함하여 상해를 입은 치아의 치료를
위한, 일반적이며 관례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요금의 100%가보상됩니다. 의치, 또는
브릿지의 손상이나 손실, 또는 기존의 치열 교정 장치의 손상에 대해서는 비용을

연습하거나 실제로 시합을 행하는 동안,

• '학교 차량'으로 축구를 위해 여행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위해 학교의 지시에
의해, 그리고 지시 상에서 배정된, 학교와 캠퍼스 외부 현장 사이의 방해받지
않는 직접 여행하는 사이에 제공되는 여행
이 플랜은 '회사'가 완전한 등록 양식 및 보험료를 수령한 당일 오후 11:59에 보상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보상 적용은 2018-2019 학년도 정규 수업의 마감일 오후 11시
59 분에 끝납니다.

주의 - 이 플랜은 상업 병원, 또는 진료소 이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상해에 적용됩니다.

"Full-Time 24/7"계획을 참조하십시오. 축구 연습,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 혜택은 '최초 치료일'로부터 최대 1년간 '사고 치과 혜택'의 "혜택 기간"이
제공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될 경우, 상해에 대한 혜택 기간은 매년 연장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이 10월 1일 이전에 갱신됨, 학생이 P-12학년에 등록된 채로 남아
있음. 그리고 '보다 강화된 치료'가 후일에 연장될 상해가 있을 때, '회사'에 의해 서면
통지가 수령됨.
이 플랜은 '회사'가 완전한 등록 양식 및 보험료를 수령한 당일 오후 11:59에 보상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보상 적용은 예정되어 있는 2018-2019 학년도 정규 수업 시작일
오전 12시 01분에 끝납니다.

시합은 해당 스포츠를 관장하는 기관의 규정 및 관할 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혜택 수준:
학년도별 보험료:

높음
$338

중간
$235

낮음
$180

Pharmacy SmartCard ™

Full-Time 24/7 사고 플랜

NPS(국가 의약 서비스: National Pharmaceutical Services)를 통해 학생, 가족 및 학교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SmartCard는, 처방약 비용을 최대 95 %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학생(P-12 학년)들은 본 플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고등학교 대항
태클 축구를 제외한 학교 대항 스포츠에 참가하는 중에, 세계 어디서든지 발생하는
적용되는 '사고'에 의한 상해에 적용됩니다.

전국 63,000 개가 넘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잠재적인 약물 상호 작용에 "즉각적인 경고"를 제공하여 6 개월마다
고유한 "저축 증거"(Proof of Savings) 보고서를 통해, 가족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은 '회사'가 완전한 등록 양식 및 보험료를 수령한 당일 오후 11:59에 보상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보상 적용은 예정되어 있는 2019-2020 학년도 정규 수업 시작일

지불이 처리된 후, NPS에서 귀하께 ID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가족 구성원이 귀하의
저축을 받기 위해 작성된 처방전을 필요로 할 때마다 카드를 제시하십시오.

오전 12시 01분에 끝납니다.

주의 - 이 플랜에 따라 보상이 적용되는 상업 병원, 또는
혜 택 수준 :

별도로 $ 16.00에 구매
구매한 플랜에 $12.00 추가 시

높음

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17
학년도별 보험료:

중간
$219

낮음
$165

자세한

정보는 www.pti-nps.com 을 방문하거나 800-546-5677로
전화해 문의하십시오.

SmartCard는 보험 상품이 아니며 BCS Insurance Company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온 가족을 대상으로 $ 36.00!

저렴한 요금 (800) 827-4695로 문의해 주십시오.

귀하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혜택 수준을 결정하십시오.
특히학생이 다른 보험이 없는 경우 , 학생 사고 및 질병 플랜, 또는 고급 옵션 플랜을 고려할 것을 추천합니다.
도움을받으시려면 800-827-4695로 전화하십시오.
혜택설명(치과 사고플랜및 Pharmacy SmartCard를 제외한모든계획에적용)이번 학년도 플랜 적용 기간 중에 시작된 피보험자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 급여는, 보험증권에 정의된 보험 적용대상의 의료 및 치과 서비스에 대해 발생하는 통상적이며 관습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요금 및 예외, 요구사항 및 제한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료적으로 필요하며', 아래의 '혜택 설명'에 나열되어 있지 않으면 서비스, 또는 공급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거주하는 주에 의해 위임된 적용 가능한 혜택은 보상 적용비용에 포함됩니다. 선택하신 임의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녀를 데려가실수 있으나, 'First Health' 계약을 맺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은 귀하의 본인 부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으시려면 800-226-5116 번으로 전화해 문의하시거나www.myfirsthealth.com 방문
강화된보상혜택: 보험 대상이 되는 부상으로 학생이 학교 대항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뇌진탕을 일으킨 경우, 보험료는공제없이 보통, 관례 및
합리적인 비용의 100%로 지급되며, 차량 혜택 최대한, 부상에 대한 최대 총혜택 금액 및 기타 모든 정책 조건
적용 혜택 수준

낮음 옵션

플랜 명칭

중간 옵션

높음 옵션

학생 사고 및 질병 플랜

사고 당 최대

태클 축구 사고 플랜

$25,000

$50,000

$75,000

질병 당 최고 $50,000

Full-Time 24/7 사고 플랜

$50,000

$100,000

$150,000

사고 당 최고 $200,000

School-Time 사고 플랜

$25,000

$50,000

$75,000

$0

$0

$0

적용되는 사고/질병 당 공제액

적용 금액

최대 혜택

$50

최대 혜택

병원 입원실 & 식사 - 최대 보장 금액

$500/일

$600/일

$750/일

아래에 설명된 입원 병원 잡비

$800/일

$1,000/일

$1,750/일

$1,500/일

$1,800/일

$2,400/일

80% 세미 개인실 요금
80% 에서 $4,000/일

서비스가 계획에 따라 지불됩니다. 모든 기타
잡비 - 최대 보장 금액
강화 치료 유닛 - 최대 보장 금액

80%

구급실 의료 비용

100%

100%

병원 구급실
(입원실 및 공급품) 부상 후 72 시간 이내에 발생

100%

100%

외래 환자 진료(입원실 및 공급품)
의사 비 외과 치료 및 검사
(외과 치료 제외)
초진
초진 이후 내진 시마다
상담(참석 의사 추천 시)
외과의 치료

$750

$900

$1,600

80% 에서 $4,000

$70
$50
$200

$80
$55
$250

$100
$65
$300

80%
80%
80%

75%

90%

80%

60%

어시스턴트 외과의 치료

외과의 수당의 25%

80%

마취 전문의 서비스

외과의 수당의 25%

80%

의사에 의한 처방 시 물리
치료(관련 사무소 방문 포함)
X레이 검사(분석 포함)
영상 진단 MRI, Cat 스캔

내진 시마다 $50

내진 시마다 $60

내진 시마다 $75

에서 $500

에서 $600

에서 $900

60% 에서 $500

70% 에서 $600

80% 에서 $700

60%

60%

80%

구급차(응급 현장에서 병원 직행)
연구실 절차, 등록 간호사 서비스, 그리고 재활

100%

80% 에서 $2,000

80%
80%
100%

60%

80%

100%

80%

60% 에서 $500

80% 에서 $600

100% 에서 $800

80%

외래 환자 처방약(상해에 한정)

60%

80%

100%

80%

치료(치과 x레이 포함)

60%

80%

90%

80%

$500

$500

$500

80%

$0

$0

$0

100% 에서 $10,000

교정기
내구성 있는 의료 장비

보험 적용 사고에 대한 치과
안경 교체(의학적인 주의를 요하는 보험이 적용되는
사고로 인해 부서진 안경 테, 또는 렌즈의 교체)
의료 평가 및 송환

우발적인 사망, 절단, 시력 상실, 마비 및 정신과/정신 상담에 대한 혜택
(치과 사고 플랜 및 Pharmacy SmartCard를 제외한 모든

의료 혜택 외에도, 보험이 적용되는 날짜로부터 365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손실을 초래하는 신체 상해에 대해서,

계획에 적용)

저희는 그러한 손실에 해당하는 혜택을 지불 할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모든 손실에 대해 최대 1개의 혜택만
지급됩니다.

• 양쪽 눈의 이중 절단, 또는 완전한 시력 상실, 또는 하반신 마비, 또는 편 마비 또는 사지 마비 $ 30,000

• 우발적인 사망 $ 10,000
• 한쪽 눈의 단일 절단, 또는 전체 시력 손실 $ 20,000

카운슬링 - AD&D 혜택 외에, 보험이 적용되는 절단, 시력 상실 또는 마비 후에 필요한 정신 의학적/심리적 상담을
위한일반적이며 관례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의 100%를 지불하게 됩니다. $ 5,000

주치 의사 및 병원 선택

자주 묻는 질문들 ...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왜 이 보험이
필요합니까?
저희 플랜은 귀하의 자녀를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공제액, 공동 부담금 및 기타 경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 가장 빠른 등록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myers-stevens.com.
홈 페이지에서 주황색 "등록"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며 ID 카드가 즉시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제 아이에게 다른 보험이 없을 때, 제게 있어 최고의
상품은 어느 것인가요?
고등학교 태클 축구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는
한, 학생 사고 및 질병 플랜이 가장 광범위하고
최선의
선택입니다.
차선책은
"고급
옵션"
혜택이있는 Full-Time 24/7 사고 계획입니다.
내 아이를 모든 의사나 병원에 데려갈 수 있습니까?
네 ! 그러나 First-Health 계약 제공업체를 잉용하면
본인 지불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의사/병원을 찾으려면 전화하십시오.
800-226-5116으로
전화하시거나,www.myfirsthealth.com에
로그온하십시오.
사고 전용 요금은 매달 지불합니까 ?
아니오! 사고 전용 요금은 전체 학년도에 1회
지불하는 요금입니다.
학교 대항 고등학교 태클 축구도 보상
대상입니까?
네 ! 그러나, '학교 대항 태클 축구 플랜'에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고급 옵션" 혜택을
권장합니다.

청구서
제출방
법
1. 60일 이내에 학교 관련 부상을
학교 사무실에 보고하십시오.

가까운 건강 관리사를
찾으려면 800-226-51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www.myfirsthealth.com.를

방문해 주십시오.
2. 학교나

회사로부터

청구서

양식을 받으십시오. 첫 번째
치료일로부터
청구서를

이내에

90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동시에,

다른

가족의

및/또는

사고

보험

질병
회사에

신고하십시오.

4. 모든 청구서 양식의 지시 사항을
따르고, 항목별 청구서를 첨부해
다음 주소로 보내십시오.

Myers-Stevens & Toohey & Co., Inc.
26101 Marguerite Parkway
Mission Viejo, CA 92692-3203
949-348-0656 또는 800-827-4695
팩스 949-348-2630
CA License #0425842

보험 회사
(SmartCard에는 적용되지 않음)

BCS Insurance Company
Oakbrook Terrace,
Illinois
독립적인 보험 회사 평가 기관인 A. M. Best로부터

교과 테니스 풋볼이나 학교 시간 계획은 우리 학교
이외의 다른 단체가 후원하고 주최하는 캠프와
진료소에도 보상이 적용됩니까 ?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료소 및 진료소는 FullTime 24/7 , 또는 학생 사고 및 질병 플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으십니까?
www.myers-stevens.com을 방문하시거나, (800) 8274695로 전화하셔서 개인 맞춤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A- 등급(우수) 평가 획득

마스터 정책 양식 # 28.203
이 브로셔에는 사용 가능한 혜택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또는 교육청
사무실의 관련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주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특정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참조용으로 보관하십시오.

보험 계약자: Family Insurance
Trust, Sitused in District of
Columbia

ABC 통합 교육청 기술 계약
사용 가능한 사용 계약, 학생의 사용을 위한 부모의 동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및 책임으로부터 교육청의 면제
기술을 이용한 수업 서비스는 ABC 통합 교육청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학생과 교사의 효과적인 기술 사용은
일상적인 의사 소통 및 협업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 있어,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 및 직업
준비의 특징입니다.
ABC 통합 교육청은 교육에 있어서의 기술이 학부모, 교사 및 지원 직원의 협력과 감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술 서비스와 학생의 "연결을 끊는" 현실은 기술에 의해 일상적으로 도움을 받는 학생의 학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BC는 기술을 사용하면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대책 척도를 채택합니다. 모든 ABC 학생들은 매년 학교에서 10월에
운영하는 사이버 안전 교육 과정에 참가해야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학생들과 학년 등급 사이버 안전 수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음과 같은 웹 사이트에서 사이버 안전 리소스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http://abcusd.us/cybersafety
교육청은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인터넷 및 기타 기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녀가 지켜야 할 표준을 확인하고 전달하도록
요청합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인터넷 사용시 ABC 기술 협약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책임지도록 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인터넷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불법, 명예 훼손, 부정확하거나 공격적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부적절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강력한 필터를 사용해, 교육청 네트워크 내에서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때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의된 기술: 학생들은 컴퓨터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교육청 기술을 사용할 때 적절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육청 기술에는 또한, 교육청, 또는 개인 소유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현장 접근에 의한, 비상 무선 통신
장치, 및/또는 미래의 기술 혁신을 포함하는 교육청의 네트워크, 서버, 무선 액세스 포인트, 컴퓨터, 모바일 기기, 전화, 휴대
전화, 웨어러블 기술, 무선 통신 기기가 포함됩니다. 교육청 기술에는 또한, '교육용 G 스위트', 교육 목적을 위해 교육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무한한 수의 응용 프로그램 및 앱과 같이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는 인터넷, 이메일 및 매우 많은 온라인
서비스와 자원이 포함됩니다.
허용되는 사용: 모든 기술 및 온라인 기술 서비스의 사용은 ABC 통합 교육청의 교육 목표 및 목표를 지원해야 합니다. 특정
형태의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행동 및 의사 소통을 위한 학교 및 교육청 규정이 적용됩니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술 예절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규칙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예의를 지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악의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보내도록 격려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들과 개인 계정 정보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

개인 집 주소나 전화 번호를 밝히지 마십시오.

●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 소통에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

교육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를 오용하지 마십시오.

부적절한 사용: 오용은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포르노그라피, 비윤리적 또는 불법적인 권유, 인종 차별,
성 차별, 부적절한 언어, 괴롭힘, 집단 따돌림 및 본 계약에 정의된 기타 문제들로 간주됩니다. 사용자는 기술 자원의
부적절한 사용이 지역, 주 및 연방 법률을 위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률을 위반할 때 기소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적절한 기술 적용의 예입니다.

●

상업 광고용 기술

●

다른 사람들을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방해

●

허락 없는 보고서의 저작권 자료

●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술

●

포르노그라피, 음란물, 성 차별주의자, 인종 차별주의자 또는 기타 부적절한 언어에 대해 액세스, 열람, 또는 전송하는
기술.

●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에 대해 액세스, 또는 제공하는 기술

●

교육청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손상.

●

학교 행동 규범을 위반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는 기술

●

다른 사람, 장비 기술 서비스, 또는 교육청 네트워크 요소의 장비, 또는 데이터를 변경, 또는 해하거나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행위, 또는 의도.

●

교육청, 또는 학교의 규칙 및 규정에 위배되거나 위반하는 방식의 기술 서비스.

특권: ABC 통합 교육청에서의 기술 사용은, ABC 학생들에게 세계적인 21 세기 교육 및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메일, 개인 파일,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 기술 시스템이나 서비스의 부분에도
개인 정보 보호의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청 기술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학생의 기술 권리가 취소되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 ABC 통합 교육청은 네트워크, 제 3자 교육 온라인 서비스, 또는 교육용 G Suite 응용 프로그램 내에 있는 전자
파일의 보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Google과 같은 회사는 이메일, 이미지, 동영상 등을 위한 강력한 콘텐츠 필터를
갖추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사용자가 원치 않는 정보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개인 정보: 제공된 허가가 없는 한 학생은 자신의 파일 및 정보 이외의 파일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ABCUSD는
용납될 수 없는 사용 상황이 발생했다는 합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 학생 교육용 G 스위트 및 기타 교육청 온라인 학생
계정에 액세스할 권리가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서비스의 학생 사용에 대한 동의
ABC 통합 교육청은 '교육용 G 스위트'(G Suite for Education)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21세기형 교육 및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교육용 G 스위트는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학생 및 교사들과 문서를 만들어 저장하고, 정보에
액세스하고 학습하며, 공동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터넷 기반 도구 그룹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는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디에서나 교육용 G 스위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교육용 G 스위트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광고가 필요 없고 교육 목적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교육청이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G Suite Apps에는 다음 교육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캘린더: 학생들은 일정, 일별 활동 및 과제를 정리하기 위해 개별 캘린더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학생들은 기본적인 동급생 이메일 연락처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문서 도구: 학생들은 Microsoft Office와 매우 유사한 워드 프로세싱, 스프레드 시트, 그림 그리기 및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학생들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교사, 교육청 내 다른 학생들, 교습 목적으로 외부 연락처와 의사 소통할
수 있습니다.

●

YouTube: 학생들은 필터링된 비디오 및 교사 승인 비디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교육용 G 스위트는 학생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수십 가지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교육용 G
스위트는 상세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 적용되며 Google은 시스템에 있는 개인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교육용 G 스위트의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정책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du.google.com/trust/
다음의 연방 법률을 포함하여 ABC 통합 교육청에서의 기술 사용에는 특정 법률이 적용됩니다.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COPPA): COPPA는 상업 회사에 적용되는 연방 법률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서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학생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3자 교육 웹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COPPA는 Google과 같은 제 3자 웹사이트 운영자가 13세 미만의 학생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교육청에
학부모의 허가를 요구합니다. 본 학생 AUP는 학생이 ABC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모의 허가를
수집합니다. COPPA FAQs
questions

https://www.ftc.gov/tips-advice/business-center/guidance/complying-coppa-frequently-a sked-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FERPA): FERPA는 학생 교육 기록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연방 법률입니다.
일반적으로 FERPA에 의거해, 교육청은 학생 기록을 공개하기 전에 학부모 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http://www.ed.gov/policy/gen/guid/fpco/ferpa를 참조해 주십시오.

귀하의 기록을 위해 본 양식을 보관해 주십시오.
ABC 통합 교육청 기술 계약
사용 가능한 사용 계약, 학생의 사용을 위한 부모의 동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및 책임으로부터 교육청의 면제
서명 페이지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본 문서 전체를 읽고 이해했으며 다음 내용을 이해했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학생이 교육청에서 승인한 교육용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본인은, 학생 개인의
계정을 만들 목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기본 및 제한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그러한 온라인 서비스가 학생과 교사에게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학업 진도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연방법 FERPA 및 COPPA가 본인의 허가없이 제 자녀의 학업 정보를 제 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ABC 교육청의 내에서 본인의 승인이, 교육청이 '교육용 G 스위트', 그리고
다른 교육청이 지정하는 온라인 교육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개별 교육 계정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자녀에
대한 기본 및 제한된 학생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교육용 G 스위트(G Suite for Education)의 사용과 관련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읽었습니다. 제 자녀의
계정을 언제든지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ABC 교육청 내 교육 및 학습에 있어 기술 사용의 중요성을 고려해, 본인은 교육청, 그 운영자들, 그리고 그들과
제유하고 있는 임의의 기관에 대해 제 자녀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또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한이 없는, 본 문서에 정의된 손상 유형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모든 청구 및 손해 배상에서
면제합니다.

학부모에 의한 서명 및 승인

일자

보무 이름(인쇄체)

학생 이름(인쇄체)

학교

학생 ID #

일자

이 기술 계약의 본 페이지를 자녀의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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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기록을 위해 본 양식을 보관해 주십시오.
교과서 및 도서관 자료 이용 가능 사용 및 책임 협약
ABC 통합 교육청은 TK-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학습 도서 및 교과서를 제공합니다. 인쇄된 교과서 외에도 일부
교과서는 CD, DVD 및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저희 학교는 또한 레크리에이션 독서 도서 및 연구 자료가
포함된 학생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튼튼한 배낭을 제공하고, 책과 다른 학교 자료들을 주의 깊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 공간을 마련해 학생을
도우십시오. 교과서는 학년도 내내 손쉽게 분리할 수 있는 비손상 유형 커버로 덮어 보호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접착력이 높고 끈적끈적한 책 커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테이프는 현재 교과서가 아닌 표지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모든 교과서 및 도서관 자료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후 결과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출 후 도서관 직원에게 피해나 문제를 보고한 후 교과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1 주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1주 동안의 검사 기간이 끝나면 학생은 학교 도서관 직원의 재량에 따라, 해당 물품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주의 또는 방치로 인한 오용은 학생의 신체 상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분실 및/또는 손상된 자재에 대한 현행 교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교체 비용은
출판업체의 현행 가격 및 구매 가능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주의: 인터넷에서 구입한 대체 도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CD 및 DVD는 일부 과목의 경우, 학교 도서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행된 CD/DVD는 학생
배낭에 보관하면 안됩니다. 교과서 CD/DVD 옵션을 선택한 경우, 집에서 안전한 보관 장소를 찾으십시오.
교과서 CD/DVD는 학교의 지정된 팀 프레임에 자녀의 다른 교과서와 함께 그대로 바코드와 함께 원래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사용하기 위해 제공된 이러한 자료 및 콘텐츠는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모든 권리가 출판업체에 귀속되며, 해당 출판업체의 이용 약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일부 교과서에서는 온라인 교과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교과서에 접속하거나 지정된
인쇄본을 사용하기 위해 교사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도서관으로 보내기 전에 온라인
교과서 옵션을 선택한 학생은 학교 밖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이 과정에
등록하는 동안 언제든지 교과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도서관/교과서 물품 및/또는 비용은 학교의 학생 참여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유의하십시오. 학생이
대출한 자료 목록은 요청 시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http://www.abcusd.k12.ca.us.에서
온라인으로 많은 주제의 자료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학생/학부모 동의서
우리는 학생 교과서 및 도서관 자료에 관한 정보를 읽고 이해했습니다.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아이가
대출하여 분실한 물품 및/또는 손상된 자료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는 데 동의합니다.
학교 담임 교사
학생 이름:
(인쇄체로
기입)
학생 서명
학부모/보호자 성명 일자
(인쇄체로 기입)

학년

학부모/보호자 서명
서명한 양식을 학생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십시오.
교육법
48904 고의적 인 비행, 부모 또는 보호자의 책임 한도
48904.3 재산 피해나 상해를 입힌 학생의 유급, 졸업 증서 또는 성적

민법
1714.1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대한 부모, 또는 보호자의 책임

증명서 보류

규정, 제 5항

60119 자료의 충실성에 관한 공개 청문회 601

305 자산 관리 자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학생의 책임 캘리포니아

구매 및 사용, 교육청 재산

교육부: http://www.cde.ca.gov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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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승인 성명
친애하는 학부모/보호자 님께
아래의 각 승인 성명에 대해 Y (네) 또는 N (아니오)로 답하십시오. 다음 페이지의 양식 승인 답안지의 '네' 또는 '아니오'
란을 칠해 답변하십시오. 47-82 페이지의 개별 양식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ABC 학부모 포털 계정'을 가진

49-84

학부모는 온라인으로 이 과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양식

네

1. 국립 학교 급식 프로그램 자격(양식1) 재정 보조/무료 및 점심 도시락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YES(네), 또는
NO(아니오)를 마크하십시오. * 유자격 가족은 www.schoollunchapp.com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2. 수령 승인 및 학생 및 보호자의 안내서 검토(양식2) 안내서 수령 및 검토 확인 안내서 수령 및 검토를 확인하시려면 YES(네)를 체크하십시오.
3. 행동 규범(양식3) 학생, 학부모, 보호자 및 직원을 위한 ABC 교육청 행동 규범에 동의하는 경우 YES(네)를 선택하십시오.
훈육 청소년 검사 양식(양식4)청소년교육권을 갖고 있는 자격이있는학생을확인하기위함
4.수양자녀 캐어:이 학생은 수양 자녀입니까?청소년이가정에서나왔는지여부에관계없이청소년의존 법원 청원서 (공개의존성) {300})의대상
YES(네), 또는 NO(아니오)를 마크하십시오.
5. 유년시절보호관찰:보호 관찰 청소년입니까?어디에 거주하는지 상관없이 청년비행법원 청원 (공개비행[602])의대상입니까? YES(네), 또는
NO(아니오)를 마크하십시오.
6. 전이연령 청소년:청소년은 18-21세이며연장된 위탁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청소년법원의재판관할 "YES(네), 또는 NO(아니오)를
마크하십시오.
군사 관련 청소년 검사(양식5)군청소년교육서비스를받을수있는학생을확인하기위한목적.
7. 이 학생은 현재 현역 미국 군대, 또는 국가 경비대, 또는 예비군 소속 군인의 자녀입니까? YES(네), 또는 NO(아니오)를 마크하십시오.
8. 이 학생은 퇴역한 미국 군대, 또는 국가 경비대, 또는 예비군 소속 군인의 자녀입니까? YES(네), 또는 NO(아니오)를 마크하십시오.
주택 상황(양식6)집없는아이들을위한교육권리와서비스를받을권리가있는학생을확인하기위한목적
9. 주거 상황. 이 학생은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고정적이고(고정/영구적이며 변경되지 않는), 규칙적이며(일관적이며 매일 밤의), 그리고
적절한(충분하고, 신체적, 심리적 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합니까? YES(네), 또는 NO(아니오)를 마크하십시오. *
NO(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이 양식을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만 18세 미만 학생. 이 학생은 부모 및 보호자와 따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학생입니까? YES(네), 또는 NO(아니오)를 마크하십시오.
11.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양식 7)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중 누군가가 지난 3 년 동안 계절적 활동(양식에 기재되어 있음)을 위해 여행한
적이 있습니까? YES(네), 또는 NO(아니오)를 마크하십시오. * YES(네)를 선택한 경우, 이 양식을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학생 비디오 테이프/기록/사진(양식8) 학생의 비디오 테이프/기록/사진에 대해서 부모의 허가서 조건에 따라 학생에게 허가하려면
YES(네)를 선택하십시오.
13. 학생 사고 건강 보험 자발적 참여(양식9) ABC는 학생 상해에 대한 의료 보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학생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면 관심을 표시하려면 YES(네) 또는 NO(아니오)를 선택하십시오. *

등록하려면 www.myers-stevens.com에서 등록하십시오.

14. ABC 통합 교육청 기술 계약. (양식10) 학생이 ABC 기술 계약의 조건에 따라 기술 및 인터넷에 액세스 할 수있게하려면 YES(네)를
선택하십시오.
15. 교과서 및 도서관 자료. (양식11) 교육청의 교과서 및 도서관 자료 이용 가능 사용 및 책임 협약에 동의하면 YES(네)를 선택하십시오.
추가 학생 정보
16. 감금에 대한 법원 명령 학생이 특정인에게 석방되어서는 안된다는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까? 해당하는 경우 YES(네) 또는 NO(아니오)를
선택하십시오. YES(네), 또는 NO(아니오) 중 적용되는 란에 마크하십시오. * 학교 법원 명령/안건 번호를 제공해 주십시오.
17. 약물 치료 지원 요청. 귀하의 자녀는 가정, 또는 학교에서 특정 약물을 필요로 합니까? YES(네), 또는 NO(아니오) 중 적용되는 란에
마크하십시오. * 필수 : 의사가 서명한 '의약품 지원 요청' 양식 #4544-HS를 작성하여 해당 약물을 갖고 와서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양식

다운로드 URL:https://tinyurl.com/y7y76g68
18. 학생 기록 공개 학생을 위해 학생 기록 정보를 공개하고 싶습니까? 예: 군대 등
YES(네), 또는 NO(아니오) 중 적용되는 란에 마크하십시오.

아니오

19. 응급 의료 주의 승인. 귀하가 연락을 취할 수 없고 귀하의 자녀가 응급 치료를 필요로하는 경우, 귀하는 학생의 치료를 승인합니까?
YES(네), 또는 NO(아니오) 중 적용되는 란에 마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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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생 이름을 박스에 써 주십시오.
학교 이름을 박스에 써 주십시오.
소책자의 주소 레이블에
있는 특정 우편물 ID 번호에
마크해 주십시오.
86페이지에 있는 각 양식
49승인 진술을 숙독하십시오.
84.
답안지의 Y (네) 또는 N
(아니오) 중 해당하는 란을
연필로 칠해 주십시오.
온라인 ABC 학부모 포털 계정을
활성화하시려면 이 시트에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해당되는 경우 학생의
건강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답안지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십시오.
답안지를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 알림 :온라인 급식 신청, 주택 정보

ABC 부모 PORTAL 계정 활성화. 이번 학년도에 온라인 학생 학업 정보에 액세스하기 위해
ABC 학부모 포털 계정을 만드시려면,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 주십시오.
귀하의 이메일 주소>

학생 건강 정보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심각한 부상, 질병 또는 수술에 대한 설명:
만성적인 건강 상의 문제(천식, 당뇨병, 청력 등)에 대한 설명:
시력이나 눈 문제(안경, 접촉, 마지막 시험) 설명:

자녀의 알레르기에 대한 설명:

양식 승인 응답지
학부모 서명 필수 사항:
학부모/보호자는 본 답안지에 서명한 후 학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답안지 상의 서명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47-82 페이지에 있는 ABC
양식을 읽었음을 인정하는 49-84 그리고 양식 승인 답안지를 인증합니다.
것입니다상기 응답지.

서명

일자

ABC 통합 교육청
16700 Norwalk Blvd.
Cerritos, CA 90703

Return Service
Reques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