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택 시기
3월 1일-3월 31일 학교 선택 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기

ABC 통합 교육구 교육 위원회
5월 1일-5월 31일 학교 선택 상태 통보하기

6월 1일 학교 선택 절차 종결

Christopher Apodaca
Maynard Law
Leticia Mendoza
Ernie Nishii
Olga Rios, Ed.D.
Sophia Tse
Soo Yoo
Mary Sieu, Ph.D.
교육감

교육구내 허가 요청
6 월 1 일 이후 ABC 거주자는 학군 내에서 초등 학생을
위한 육아로 인한 경우 자녀를 옮길 수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군 내 허가는 적절하게 라이센스가
부여되거나 등록된 전문적인 특수 의료로 인한 군내
허가 요청 또는 사회적 조정 (예 : 안전) 이 요구됩니다.
모든 요청은 거주 학교 교장이 검토하고 결정 허가를
부여하거나 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구내 허가 이의 제기 절차
아동 복지 및 출석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 정책과
규정, 교육법, 주법 및 학교 사이트, 학부모 및 교육구
관리와의 상담 에 따라 이의 제기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 그녀와 학생 양도위원회는 항소를 들을 것입니다.
거부될 경우 부모 / 보호자는 렌더링 할 지구 청문 관의
거부 최종 결정으로부터 10 일 이내에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AR 5116.1)

819-369/90 Korean

학교 선택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연락처: 아동 복지와 출석
(562) 926-5566 교환 21104
16700 Norwalk Boulevard
Cerritos, California 90703

정보 안내
학교 선택과
교육구내 허가

선택의 학교 과정은 학부모들/ 보호자가 자녀의
신청서를 제출 ABC 통합 교육구의 모든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ABC”). 선택 학교 개요 과정은이 책자에
요약되어 있고 교육구 웹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1. 선택 학교를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2. 선택 학교를 어떻게 신청합니까?
3. 학교 선택 시한은 얼마입니까?
4.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에 어떻게 선발됩니까?
5. 부모 / 후견인은 선택 제안을 받거나 거부된 경우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선택 학교 지원서는 학군 범위 내에 거주하는 부모 /
보호자, 영구 ABC 직원 및 가족, 교육구 범위 외부에
거주하는 가족이 제출 가능합니다.

6. 지원자 상태에 대한 이메일 통보는 5 월 1 일까지
학부모 / 보호자에게 보냄. 부모들 / 보호자는
신청자의 상태를 교육구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a. 모든 지원자들은 학교 선택 허가를 5 월 31일까지
통보받습니다.
b. 학교선택 허가가 안된 모든 지원자 는 6 월 1
일까지 통보받습니다.
7. 선택 학교에 입학할 경우 학부모 / 보호자는 이틀
(48 시간) 이내에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8. 선택 학교에 입학할 수없는 지원자는 원래 해당하는
학교에 등록해야 합니다.
9. 선택 학교 절차는 6 월 1 일에 끝납니다.
10. 학부모 / 후견인은 새로운 선택 학교 지원서를 다음
학년도 3월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교 선택 접수 순위

학교 선택 과정 위원회 정책 5116.1 및 행정 규정
5116.1은 선택 학교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학교 선택에 제출된 신청서는 위원회 정책 5116.1 (a)
에 따라 순위가 정해 집니다. 행정 규정 5116.1 (a).
ABC의 주민에게 가장 높은 순위가 할당됩니다.

선택 학교 지원자 순위 기준
1. 학교 선택 지원서는 전학을 요청한 학년도 전 3 월 1
일과 3 월 31 일 사이에 제출됩니다.
2. 선택 학교 지원서 제출 https://www.abcusd.us/
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3. 신청서 작성을위한 인터넷 접속은 16700 Norwalk
Blvd., Cerritos CA 90703에 위치한 ABC 지역
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4. 학부모 / 후견인은 지원서에 1 ~ 4 개의 학교를 우선
순위에 따라 나열할 수 있습니다.
5. 모든 지원서에는 각 학교에 지원할 지원자를 결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편향되지 않은 선발 과정 ( “추첨”)이
적용됩니다.

ABC 거주자
1. 계속 참석할 학생의 형제 자매 지원자가 같은 학교를
신청한 경우
2. 특별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학생을 포함, ABC
에 거주하는 학생 , (보류 가능성) (AR 5116.1프로그램 용량)

영구적인 ABC 직원의 학생
3. 계속 참석할 학생의 형제 자매 지원자가 신청 한 학교
4. 7 학년 또는 9 학년으로 계속되는 학생들

교육구간 허가
5. 계속 참석할 학생의 형제 자매 지원자가 신청한 학교
6. 7 학년 또는 9 학년으로 전환해서 계속되는 학생들

신입생
7. 영구적인 ABC 직원의 학생
8. 학군 간 허가를 요청하는 학생

선택 학교 추첨
선택 학교에 대한 신청은 선택 학교에 어떤 학생들을
받아 들일 지 결정하는 추첨 시스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보호자는 우선 순위에 따라 1에서 4
까지 나열할 수 있습니다(1-4). 추첨 시스템은 주문한
학교 순서대로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허가 통보는 처음 이용 가능한 학교를 기준으로 보내게
됩니다. 학부모/보호자께서 48시간 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거부될 것입니다.
부모 / 보호자가 둘 이상을 표시한 경우 지원자는 선택의
학교에서 모든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추첨 시스템에
남아 있습니다. 6 월 1 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지원자는
원래 거주 지역 학교에 등록해야 합니다. 학부모/
보호자께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일 신청
현황을 점검할 것을 권장합니다. 선택 학교 추첨의 선발
과정은 무작위이며 편견이 없이 우연히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항소가 없습니다.

허가 통보
허가 이메일은 부모 / 보호자에게 5월 31일까지
발송됩니다. 부모 / 보호자에게는 이틀 (48 시간)의
시간 여유를 갖고 선택 학교를 수락하여 거주 증명과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