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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 입학 요건 

비차별에 대한 언급 (1964 인권법 타이틀 VI, 1972 수정 교육법 타이틀 IX, 1973 재활법 제 504조): 교육위원회는 교육구내 어느 학교 또는 학교 활동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 학생의 

실질적이거나 인식된 인종, 피부색, 조상, 출신국, 국가, 민족, 민족 그룹의 정체성, 나이, 종교, 혼인 또는 부모의 신분, 신체나 정신적인 장애,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성별 정체성이나 

표현,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실질적으로나 인식된 이러한 특징을 갖는 개인이나 그룹과 연관된 것에 근거하여 학생을 타켓으로 하는 차별적 희롱, 위협 및 약자 괴롭히기를 

포함하여 불법적인 차별을 금한다. 교육구는 영어 부족이 교육구 프로그램 참여 및 수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비차별 방침에서 비차별이 주장되는 

불만은 818) 241-3111, Lena Richter 박사에게 보내져야 한다. 교육구의 일관적 불만제기 방침 사본은 (818) 241-3111, 내선. 1457 에서 취득이 가능하다. 교육구의 타이틀 IX 조정관은 

Kelly King 박사이며 (818) 241-3111으로 연락한다. 교육구의 504 조정관은 Hagop Eulmessekian이며 (818) 241-3111으로 연락한다.  
 

 

신청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된다. 7 학년 성적표 (1 학기 및 2 학기) 및 8 학년 성적표 (1 학기)가 검토될 

것이다. 입학 허가 제안은 신청인의 8 학년 2 학기 성적에 대한 최종 검토에 달렸다.  

자격 요건: 

1. 학업 – 학생들은 중학교 핵심과목 (영어, 수학, 과학 및 사회과학)에서 평점 2.0 (“C”) 이상을 받아야 한다.   

2. 수학 준비 – 신청자들은 8 학년 종료시 통합 수학 I 또는 상급 수학을 수강할 자격을 갖춰야만 된다.  

3. 품행 – 신청자들은 총 5 회 이하의 학교 규칙 위반 및/또는 시민의식에서 불만족의 표시인 “U”를 2 회 이하로 

만족스런 품행을 갖춰야만 된다.   

4. 출석 – 신청자들은 총 14 일 이하의 결석으로 만족스러운 출석을 갖춰야만 된다.    

5. 주거지 – 신청자들은 클락 매그넷 고등학교에 신청하기 위해선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GUSD) 학군 경계선 안에 

거주해야만 한다. 교육구 사이의 전학 허가로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에 다니는 학생은 자격이 없다.  

6. GUSD 거주민이지만 GUSD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학부모/후견인 명의로 된 최근의 공공요금 청구서 원본 

2 가지; 공식 성적표 (9 학년에 입학하는 학생의 7 학년 및 8 학년), 현재 등교하는 학교에서 치른 가장 최근의 표준 

테스트 성적
*
 및 훈육 기록들을 223 N. Jackson, Room 203, Glendale 에 위치한 학생 지원 서비스부에 제출한다. 

*사립학교에 다니는 신청자 - 주 표준 때문에, 사립학교 출신의 학생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거주민에 한함)들은 
클락 매그넷 고등학교 입학 자격을 검토하기 위해 표준 테스트 성적을 제공해야만 된다.  

신청 및 추첨 절차:  

1.   신청서는 온라인 www.gusdmagnetandflag.com 에서만 가용하다. 귀하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면 2019 년 

1 월 31 일, 오후 4:30 까지 223 N. Jackson Street, Room 203, Glendale 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신청서는 우편 또는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는다. 
 

2. 모든 신청자들은 자격이 검토된다. 자격이 있는 신청자들만 2019 년 3 월 8 일 추첨에 포함될 것이다. 가용한 

자리보다 더 많은 신청서를 받게 되는 경우, 전자 추첨을 통해 대기자 명단이 작성될 것이다.  늦게 접수한 신청자는 

정시 신청자 뒤에 대기자 명단에 오르게 된다.    

클락 매그넷 고등학교 (CMHS) 정보  

1.   클락 매그넷 고등학교는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한 특수 학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스페인어는 클락에서 제공되는 유일한 외국어이다. 

3.   모든 9-12 학년 학생들은 매년 전 학사년 동안 클락 매그닛에 다니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된다.  

4.   상기에서 언급된 자격 요건들 중 어느 것이라도 입학 수락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그 학생은 자신의 거주지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5.   학생들은 클락 매그넷 고등학교 복장 규칙을 따를 것이 요구된다.  

6.   학생 및 학부모들은 인터넷과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적절한 사용 동의서에 서명해야만 된다.  

7.   형제자매를 위한 입학 특혜는 없지만; 쌍둥이 (다쌍둥이)에 대해선 예외이다.  

8.  글렌데일 고등학교 및 후버 고등학교 지역 학생들은 교통 편의에 대한 자격이 있다. 클락 매그넷 고등학교                    

9-12 학년생들의 교통비는 매년 학생당 한 학기에 $100 (연 $200)이 부과된다. (교육법 39807.5) 비용은  

예산으로 인해 인상될 수 있다.  

9.   클럽 및 오락 스포츠와 같은 과외활동들은 학생의 관심 및 시설의 가용성에 기초하여 클락 매그넷에서 가능하다. 

가주   학교대항 연맹 (CIF) 스포츠는 자리가 가용하고 스케줄 (7 교시)에서 상충되지 않는 경우, 학생 자신의  

거주지 학교에서 계속 가용하다.  

10. 학부모들은 클락 매그닛 고등학교의 모든 프로그램 및 활동들에 참여할 것이 권장된다.  

11. 허위로 제공된 어떠한 정보도 즉각적인 자격 박탈로 이어진다.     

http://www.gusdmagnetandgla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