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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후견인  

및 학생을  

위한 정보 

귀하께서 본 삽입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동의서들에 서명하여  
학생의 학교 사무실에 제출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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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7 월 1 일 

	  
	  
학부모 및 후견인께, 	  
	  
새 학사년도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 안내서는 캘리포니아 주 공립학교에서 귀 자녀와 귀하의 권리 및 책임과 
관련된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방침, 규정 및 절차들에 관한 중요한 정보로 가득합니다. 시간을 내시어 본 안내서에 
포함된 정보를 검토하고 그 안에 동봉된 위임 양식 모두를 제출하여 주십시요. 
	  
귀 자녀의 학교는 모든 가정이 본 안내서를 받고 검토하였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가정이 서명하고 제출해야 할 
4가지 양식에 있습니다. 

• 양식 1	   “학부모 통고 요건에 대한 확인”	  	  	  	  

• 양식 2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의 연례 통고”	  

• 양식 3	   “양육권에 관한 법 통고”   	  	  	  

• 양식 4	   “전자정보 서비스(EIS) 사용자/ 학부모 또는 후견인 책임 약정”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모든 학급에 유자격 교사들을 확보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교육구는 모든 학년 및 과목에서 
최고의 교사를 모집, 채용 및 보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연방 정부 타이틀 1 기금 수령 기관으로서 교육구는 연방 
정부의 모든  학생  성공  법안에 정의된 대로 모든  학교의 모든  교사가 대체 경로를 통해 취득한 인증에 대한 모든 
요건들을 포함하여 해당 주 정부 인증 및 면허 요건들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할 것이 기대됩니다. 
 
추가로, 타이틀 1 학교 출석 학생들의 학부모는 자녀 학급 교사의 전문 자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고 받아볼 권리가 
있으며 또한 학급 수업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보조 교사의 전문 자격에 관한 정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타이틀 1 학교에 출석하고 자녀 교사의 자격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자녀 학교의 교장에게 연락하십시요.  
	  
자녀의 교육에 대한 귀하의 관심 및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Kelly	  King,	  교육학 박사	  
부교육감 
교육 서비스	  

 
 
 
 
 
 
 



 
 

목차  
                                                                                                                                                                                       

페이지  
양식   
 양식 1 – 학부모 통고 요건에 대한 확인 ………………………………………………………………..………………1  

 양식 2 –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연례 통고 수령 확인 …………………………………………………………………1   

 양식 3 – 양육권에 관한 법 통고   ……………………………………………………………………………………… 2   

 양식 4 – 전자 정보 서비스(EIS) 사용자/학부모 또는 후견인 책임 약정..……………………………………………3   

 양식 5 –  24 시간  약 복용 스케줄……………………………………………………………………………………… 5   

 양식 6 – 수업 면제 요청 …………………………………………………………………………………………………5   

 양식 7 – 웹 페이지 및 다양한 출판물에 학생 이름, 사진, 비디오 영상의 공공 사용에 대한 허가…………………6 

 양식 8 – 군대, 고용주, 대학에 11/12 학년생 정보제공 금지 양식…………………………………………………….7 

 양식 9 – 부모가 현역 군인 또는 풀타임 주 방위군으로 있는 학생 …………………………………………………..8 

학부모  및  학생의  권리  및  책임  
      차별 금지에 관한 진술 ………………………………………………………………………………………………… 9  

 보건, 가정 생활 및 성 교육………………………………………………………………………………………………10 

 가주 보건 서비스…………………………………………………………………………………………………………10 

 뇌진탕 정보지 ……………………………………………………………………………………………………………14 

 학생 보험 플랜……………………………………………………………………………………………………………14 

 거주지 학교 선택…………………………………………………………………………………………………………15 

 학부모 참여 ………………………………………………………………………………………………………………16 

 영어학습자(EL) 정보  ……………………………………………………………………………………………………16 

 학생 비용/기부금/기금 모금……………………………………………………………………………………………..17 

 영양 서비스 ………………………………………………………………………………………………………………17 

 학교 출석 …………………………………………………………………………………………………………………17 

 보안 카메라 ………………………………………………………………………………………………………………19 

 학생 품행 …………………………………………………………………………………………………………………19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PBIS………………………………………………………………………………………23 

 양육권에 관한 법 통고   …………………………………………………………………………………………………23 

 흡연방지 교육(TUBE)……………………………………………………………………………………………………23 

 대안 학교 …………………………………………………………………………………………………………………23 

 성 희롱 ……………………………………………………………………………………………………………………24 

 노숙 학생을 위한 교육   …………………………………………………………………………………………………27 

 위탁 청소년을 위한 교육   ………………………………………………………………………………………………28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방침   ……………………………………………………………………………………………29 

 예의 방침………………………………………………………………………………………………………………….39 

 학교 책임 보고서(SARC)   ………………………………………………………………………………………………39 

 학생의 사진 및 비디오 촬영  ……………………………………………………………………………………………39 

 건강한 학교……………………………………………………………………………………………………………….40 

 인터넷 접속/전자 정보 서비스 및 수용 가능한 사용 방침…………………………………………………………….40 

 인터넷 안전 정보    ………………………………………………………………………………………………………44 

 가주 교육법 학부모 통고 요건  …………………………………………………………………………………………45 

 학교와 연관된 비상 대피 및 학교 안전…………………………………………………………………………………48   



양식  1 –  학부모  통고  요건에  대한  확인  
2018-2019  

 

양식  1 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학생들의  학부모  또는  후견인에  의해  작성되어  학생의  학교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학생 이름(정자로  기재)                                학번                                          학교                                 학년 

 

본 양식을 (30)일 이내에 서명하여 귀 자녀의 학교에 제출하여 주십시요. 이는 가주 법(교육법 §48982)에 규정된 대로 귀하께서 학부모 

및 학생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통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어떤 특정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귀하께서 법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규정에 대해 통고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명                                                                                                                날짜 

 

  모든 학생은 본 통고서의 수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 의해 서명된 본 양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 

 

양식  2 –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에  대한  연례  통고  수령  확인  
2018-2019  

 
양식  2 는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학생들의  학부모  또는  후견인에  의해  작성되어  학생의  학교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학생 이름(정자로  기재)                                 학번                                         학교                 학년 
 
본 양식을 30 일 이내에 서명하며 자녀의 학교에 제출하여 주십시요. 이는 귀하께서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윌리엄스에 대한 연례 
통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어떤 특정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귀하께서 법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규정에 대해 통고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명                                                             날짜 

 

 모든 학생은 본 통고서의 수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 의해 서명된 본 양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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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 –  양육권에  관한  법  통고  
2018-2019  

 
양식  3 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학생들의  학부모  또는  후견인에  의해  작성되어  학생의  학교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학생 이름(정자로  기재)                            학번         학교                             학년 

 

캘리포니아 법(가족법  3010항) 하에, 각 부/모는 자신의 자녀 양육권에 대해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가족법 3010항을 준수하는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방침에 따르면 어느 부/모라도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학교에서 자녀를 데려갈 수 있으며 그 외에 자녀의 

건강, 교육 및 안녕에 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 3025항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관계된 학교 기록에 대한 접근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부/모 중 누구라도 학교가 소지한 의료 기록을 포함하여 자녀의 학교 기록을 보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법원이 아동 방문 또는 양육 및/또는 아동에 관한 정보  접근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한 경우, 각 자녀의 학교에 판독이 가능한 도장이 

찍힌 법정 명령서, 판사가 서명한 사본을 즉시 제공하는것은 양 부/모의 책임입니다. 법원 명령서의 사본은 명령을 내린 법원 

사무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서명된 법정 명령서의 확인없이 한쪽 부/모의 구두 또는 서면 주장은 학교가 다른쪽 부/모에게 아동  및/또는 아동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거절할 이유로 충분치 않습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학교들은 가장 최근에 제공된 양육권 법정 명령을 따를 것이나 명령의 부재 시,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부/모에게 동등한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자녀 양육권 분쟁에 학교 직원을 연루시키지 말도록 학부모들께 요청드립니다. 학교가 양육권에 관련된 최신 정보를 갖고 있는지 

확실치 않은 부/모는 학교가 판독이 가능한 가장 최근 법정 명령서의 사본을 제공받았는지의 확인을 위해 자녀의 학교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위의  통보를  읽고  이해했습니다 .  
 
        
학부모 /후견인의 이름                               서명                                                                                  날짜 
 

모든 학생은 본 통고서의 수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 의해 서명된 본 양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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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4 – 전자  정보  서비스(EIS)  
수용 가능한 사용 동의 및 책임(학생)으로부터 교육구 면제  

2018-2019  

양식 4 는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에 등록된 모든 학생의 학부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하여 다음의 한 가지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본 양식을 학생의 학교 사무실에 제출한다 또는 (2) 온라인 학부모 커넥션(Parent 

Connection)의 연례 학생 정보 업테이트 섹션을 작성한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학생들이 교육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교육구가 소유하거나 제공한 테크날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교육구 테크날러지의 사용은 교육구의 재량에 따라 허용되는 특권이며 이는 적용 가능한 교육위원회 방침, 행정 규정 및 

본 수용 가능한 사용 동의서에 명시된 조건 및 규제가 적용된다. 교육구는 어떤 이유로 든 사전 통보 없이 언제든지 접속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교육구는 모든 학생들이 잠재적인 문제 및 책임을 피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테크날러지를 사용하기를 기대한다. 교육구는 학생이 

시스템을 통해 접속할 수도 있는 사이트, 자료 및/또는 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를 설치할 수 있다.  

 

교육구 테크날러지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각 학생 및 그의 부모/후견인은 이 동의서를 읽고 이해했다는 표시로 본 수용 가능한 

사용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정의: 교육구 테크날러지는 컴퓨터, 서버 및 무선 컴퓨터 네트워킹 테크날러지(wi-fi)를 포함하는 교육구의 컴퓨터 네크워크, 

인터넷, 이-메일(9-12 학년 만 해당), USB 드라이브, 무선 접속 포인트(라우터-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전달을 촉진하는 중계 

장치), 테블릿 컴퓨터, 스마트 폰 및 스마트 기기, 전화, 휴대 전화, 개인 디지탈 보조기, 페이저, MP3 플레이어, 착용형 테크날러지, 

비상 무선을 포함하는 모든 무선 통신 장치 및/또는 학교의 내부 또는 외부 또는 교육구 소유 또는 개인 소유 장비나 장치를 통한 

접속을 막론하는 미래의 기술 혁신을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의 의무 및 책임: 학생은 안전하고 책임있게 그리고 교육적 목적으로만 교육구 테크날러지를 사용할 것이 기대된다. 교육구 

테크날러지 사용자 이름이 발부된 학생은 항상 적절한 사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학생은 자신의 배당된 온라인 서비스 계정 정보, 

비밀번호 또는 신원 확인 및 허가의 취지로 사용된 기타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되며 자신에게 배당된 계정 하에서만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학생은 교육구 테크날러지의 사용을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교육구 테크날러지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1. 차별, 비방, 명예 훼손, 음란, 성적으로 노골적인 또는  방해적인 자료에 접속, 게시, 전시 또는 기타 사용  

 2. 타 학생들, 교직원 또는 기타 개개인(사이버 폭력) 약자 괴롭히기, 희롱, 위협 또는 협박  

 3. 해당 학생을 협박, 위협, 희롱 또는 조롱하려는 의도로 다른 학생, 교직원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신원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기타 개인적 정보와 같은 사항들)의 공개, 사용 또는 유포 

 4. 저작권, 면허, 상표권, 특허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 

 5. 교육구 테크날러지 또는 기타 교육구 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훼손(교육구 장비 파괴하기, 교육구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설치하기, 교사 또는 기타 교육구 인사의 허가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추가 또는 삭제하기, 공유 컴퓨터의        

  설정 변경과 같은 일들)  

 6. 승인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설치 

 7. 교육구 또는 다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시스템 “해킹” 

 8. 비 윤리적이거나 법규 또는 교육위원회 방침, 행정 규정 또는 교육구 관행을 위반하는 행위에 가담 또는 홍보  

 

개인 정보 보호 : 교육구 테크날러지의 사용은 교육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학생은 교육구 테크날러지의 사용에 있어 어떠한 개인 

정보 보호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교육구는 인터넷 또는 소셜 미디아에 대한 접속, 교육구 테크날러지로 전송하고 받은 의사소통 또는 기타 사용을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구 테크날러지의 모든 사용을 모니터하고 기록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모니터링/기록은 기록 보존과 

배포 및/또는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또는 금지된 활동의 조사를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법적 목적을 위해 

사전 통고없이 언제라도 발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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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교육구 테크날러지의 사용(웹 서취 및 이메일)을 지우거나 삭제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교육구 테크날러지에 생성 또는 사용된 모든 비밀번호들은 교육구의 단독 재산이다. 교육구 테크날러지에 학생의 비밀번호 생성 

또는 사용은 개인 정보 보호의 기대치를 합리적으로 창출하지 않는다.  

개인이 소유한 기기: 학생이 교육구 테크날러지 접속에 개인 소유 기기를 사용할 경우, 그는 적용 가능한 모든 교육 위원회 방침, 

행정 규정 및 본 수용가능한 사용 동의서에 의한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 소유기기의 사용은 합법적인 소환장 또는 

공공 기록 공개 요청에 따라 기기의 내용과 기기에서 발신 또는 수신한 모든 통신 내용을 공개 할 수 있다.  

보고(신고)하기: 학생이 어떤 보안 문제(로그인 또는 계정 정보의 기밀 유지 내용과 같은) 또는 교육구 테크날러지의 오용을 알게 

되는 경우, 즉시 교사 또는 다른 교육구 직원에게 이러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위반의 결과: 법규, 교육위원회 방침 또는 본 약정의 위반은 학생의 교육구 테크날러지 접속의 철회 및/또는 정학 또는 퇴학까지 

포함하는 징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추가로, 법규, 교육위원회 방침 또는 본 약정의 위반은 적절한 경우 법 집행 기관에 신고될 

수 있다.  

학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승인(인정): 본 학생의 부모/후견인으로서, 본인은 본인의 학생이 수용 가능한 사용 약정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조건)을 읽고 이해하며 동의한다. 본인은 본 약정서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의 학생이 교육구 테크날러지 사용 

및/또는 학교의 컴퓨터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본인은 교육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공격적이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모든 자료들에 대한 접속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본인은 본인 학생의 

교육구 테크날러지 사용 또는 교육구에 의해 사용되는 어떤 테크날러지 보호 조치의 실패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청구, 손해 및 

비용에 대해 학교, 교육구 및 교육구 인사에 대하여 책임, 손해 배상으로부터 면제하고 보호(손해가 생겨도 책임을 면제)하는데 

동의한다. 더 나아가, 본인은 이러한 접속이 학교 환경에서가 아닌 경우, 본인 학생의 계정 접속 사용 감독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받아들인다.  

 
          
학생 이름 (인쇄체로 기재하시오)                        ID 번호                                   학교                                                   학년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명                       날짜 

 
 
 

4-12 학년의 모든 학생은 학교가 본 통고서의 수령을 확인하기 시작하면 서명해야 할  

자신만의 본 양식의 사본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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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5 –  24 시간  약  복용  스케줄  
2018-2019  

양식  5 는  가정에서  약을  복용하는  아동의  모든  부모에  의해  작성되여  출석  학교의  보건실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학생 이름(정자로   기재)                                          학번                                         학교                                                   학년                                                     

약명              복용량                       복용  목적  복용 시간 

1.                                      

2.                                                         
 

                           
                       처방 의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본인이 아는 한 상기 정보가 정확함을 보증합니다. 본인은 학교 간호사가 상기 약물의 가능한 효능, 부작용, 복용 누락 또는 과다 
복용의 징후와 증세에 관하여 아이의 주치의와 의사 소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명          날짜                                                  
      
주소  전화번호 

 
학교에서 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 귀하의 의사는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HS25, “학교시간  동안의  약복용  요청(Request for Medication 
to be Taken During School Hours)” 이라는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약, 복용량 또는 복용 시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요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 

 

양식  6 –  수업  면제  요청  
2018-2019  

 
양식 6 는 인간의  생식을  다루는  학습  단원에서  자녀가 수업을  면제  받기  원하는  학부모에  의해서만  작성되어  학교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본인의 아이가  
          
학생 이름(정자로  기재)                                학번           학교                 학년 

 
주제(topics):              를(을) 다루는 

 
교과과정(courses):                 에서 수업 면제되기를 요청합니다. 

 
본인은 상기 수업에서 면제된 학생들은 그 시간 동안에 도서관 또는 자습실로 가야 됨을 이해합니다.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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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7 –  웹페이지  및  다양한  출판물에  학생  이름 , 사진 ,                 
비디오  영상의  공공  사용에  대한  허가서  

2018-2019  

 
양식 7 은  학부모  및 /또는  후견인의  요청  시  언제라도  갱신될  수  있습니다 . 본  허가서는  귀  자녀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에  
출석하는  동안  효력이  유지될  것이며 , 귀  자녀  학교에  연락하여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양식을  학교  사무실에  
제출하십시요 .  
          
학생 이름(정자로  기재)                                학번           학교                학년 
 
이 양식은 뉴스 매체, 교육구/학교 그룹들 또는 기타 교육구가 승인한 그룹에 의해 촬영된 회보, 학교/교육구 웹페이지, 소셜 미디어 및 
다양한 출판물(예, 학교 신문)에 학생의 이름, 사진 및/또는 비디오 영상 사용의  허가 또는 배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간혹 교육 프로그램, 행사 또는 활동들에 관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홍보를 위해 언론 매체에 의해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됩니다. 교육구는 주 법에 따라 언론 매체와 협력하며, 언론 매체 대표들이 보도를 위해 학교에 와서 학생들의 사진 또는 비디오를 
녹화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교육구는 또한 학업 성취에 대한 치하, 표창, 교육구 교육 프로그램, 행사, 졸업 포스터, 교육구 웹사이트, 
회보 및 교육위원회 발표 목적으로 학생들의 사진  및/또는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학생과  학생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아래의  네모  란에서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십시요 .  
 

_____   예 ,  모든  것에  대해  완전  허가합니다 : 본인은 상기 언급된 대로 모든 출판물 및 미디아 출판물들에 본인 학생의 전체 이름, 
사진 또는 비디오 영상이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_____  예 , 학교  출판물들에만  한해서  허가합니다 : 본인은 학교 출판물(앨범, 학교 신문)에만 한하여 본인 학생의 전체 이름, 사진 
또는 비디오 영상이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_____   아니오 , 학생의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마시오 : 본인은  앨범 및 학교 신문을 포함하여 모든 출판물 또는 대중 매체에     
본인 학생의 이름이 사용되거나 사진 또는비디오로 촬영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또는 후견인 서명                                           날짜 
 
주의: 본  양식을  학교에  제출하지  않으면  모든  출판물  및  매체에  귀  자녀의  이름 , 사진  및  비디오  영상을  사용하도록   
학교 /교육구에  허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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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8 –  군대 , 고용주 , 칼리지 /대학에    
11 및  12 학년생  정보제공  금지  양식  

2018-2019  
 
모든 학생 성공 법안(ESSA)은 교육구가 군 모병관, 장래의 고용주 및 대학 신입생 모집 인사들로부터 요청이 있을때 고등학교  11 및  
12 학년생  모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11 및 /또는  12 학년생이며  글렌데일 통합교육구가 귀하의 11 및/또는 12 학년생에 대한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모든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본 양식을 자녀 학교의 교장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엔 부모 
또는 후견인이 아닌 학생 자신이 본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10 학년 또는 그 이하의 학년에 속한 학생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아래 양식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요청된 모든 정보는 2018 년  10 월  12 일 , 금요일에  군 모병관에게 제공되므로 아래 양식을  2018 년  10 월 5 일 , 금요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생지원 서비스부, 818-241-3111, 내선 1285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교  11 및  12 학년생  정보  보류  요청  

 
요청된 모든  정보를 아래에 정자로 명료히 기재하십시오: 
 
 
          
학생 이름(정자로  기재)                                 학번           학교                 학년 
 
본인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본인 아이의 이름,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다음 중 어느 곳에도 제공하지 마십시오(한 가지 또는 모두에 
체크): 
 
o  미국 군대     o  고용주     o  칼리지  및 /또는  대학  
 
 
학부모  서명:     
 
 
*학생  서명 :    
                                                       (18 세  이상인  경우에  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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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9 - 부모가  현역  군인  또는  풀타임  주  방위군으로  있는  학생 

2018-2019  

 
양식 9 는 부모가  군인인  경우에만  작성해야  하며  학교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학생 이름(정자로  기재)                                학번           학교                학년 
  
모든 학생 성공 법(ESSA)은 현역으로 군대(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또는 해안 경비대) 또는 풀 타임 주 방위군으로 복무 중인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학생에 대한 책임있는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귀하께서 군인인 경우, 하단의 한 곳에 체크하시고 입대일과 예정된 제대일(알고 있는 경우)을 밝혀주십시요. 
 

o 육군  

o 해군 

o 공군 

o 해병대  

o 해안 경비대  

o 주 방위군 
      
입대일: 제대일(알고 있는 경우) 
 
 
      
학부모 또는 후견인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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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및 연방법은 교육구들이 매년 학생, 학부모, 후견인 및 성인 학생들에게 그들의 특정 권리와 책임에 대해 통고할 것을 요구한다. 

가주 교육법 제 48982조는 학부모들이 이 조항들에 대해 통고 받았음을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하며, 학부모의 서명은 자녀의 

어떤 특정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에 따라 통고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학부모들은 양식 1 및 2 및 기타 모든 양식(본 안내서 시작 부분에 있음)을 서명한 후, 자녀를 통해 학생의 출석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자녀의 학교에 연락하도록 한다.  

 

차별 금지에 관한 진술 

차별 금지에 관한 진술(1964 공민권법 타이틀 VI, 1972 교육 수정법 타이틀 IX 및 1973 재활법 504조): 교육위원회는 교육구의 

모든 학교 및 학교 활동에서 학생의 실제 또는 인식하고 있는 인종, 피부색, 혈통, 출신국, 국적, 민족성, 인종 그룹 특성, 연령, 종교, 

혼인 여부 또는 부모의 지위, 심�신 장애, 성, 성적 지향, 성별, 성별 인식 또는 성별 표현, 또는 이러한 특성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실제로 표현하거나 갖고 있다고 인식되는 개인이나 그룹과의 교류에 근거한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괴롭힘, 

위협 및 약자 괴롭힘을 포함하여 불법적인 차별을 금지한다. 교육구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 부족이 교육구 프로그램들의 등록 및 

참여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할 것이다. 본 차별 금지 방침의 비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은 Dr. Lena Richter(하단의 연락 

정보 참조)에게 연락한다. 교육구의 일관적 불만제기 방침의 복사본은 (818) 241-3111 내선 1457에 연락함으로 가용하며, 

교육구의 타이틀 IX 조정관은 Dr. Kelly King, (818) 241-3111, 504 조정관은 Dr. Debra Rinder, (818) 241-3111로 연락한다.  

 

다음은 교육구 행정관 및 그들이 책임 맡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목록이다:  

 

      부교육감(교육 서비스)   504 계획 

   평가 및 책임 

   운동 

     기술직 직업 교육(CTE) 

     카테고리컬 프로그램 

     아동 복지 및 출석 

     카운슬러 

     이중언어 몰입/플랙 프로그램 

   조기교육 및 학습연장 프로그램 
   교육적 테크날러지 및 정보 서비스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일반 교과과정   

   지방 콘트롤 책무안(LCAP) 

                                    마그넷 학교  

   체육  

   유아원  

   안전 계획안, 비상 계획안 

   특수 교육 

                                         학생지원 서비스    

     교육 및 학습 부서  

     타이틀 IX(학생 관련)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부교육감 (인사)                    504조(직원 관련) 

     고용 및 직원  

     타이틀 IX(직원 관련) 

 
 비지니스 및 재정 최고 책임자    비지니스 사무실 

     시설 및 운영지원 

     재정 서비스 

     영양 서비스 

     계획 및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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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학생의  권리  및  책임  
2018-2019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약속한다. 교육구 프로그램, 활동 및 관행은 실제 또는 인식된 인종, 

피부색, 혈통, 국적, 출신국, 민족성, 인종 그룹 특성, 연령, 종교, 혼인 또는 부모의 지위, 심�신 장애, 성, 성적 지향, 

성별, 성별 인식 또는 성별 표현 또는 이러한 특성 중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실제로 표현하거나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교류에 근거한 개인적 차별을 포함하여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불법적인 차별에 대한 불만은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에 따라 조사하게 된다. 이러한 불만은 주장되어지는 차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불만제기 양식 

또는 추가 정보에 대한 도움을 위해선 (818) 241-3111 내선 1457, 카테고리컬 프로그램 사무실의 Dr. Lena Richter에게 연락한다.  
 
보건, 가정 생활 및 성 교육  

가주 교육법 51550에 의해 교육구는 매년 7-12학년생의 학부모에게 성병, 성 전염병, 에이즈 또는 인체 생식구조가 “설명, 도해 

설명 또는 토론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통보하며 학부모로부터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그러한 수업에서 학생을 

면제시키도록 요구한다. 이 주제와 연관된 학습 단원이 들어 있을 수 있는 과목들은 다음과 같다: 

 

필수과목     

생명과학 – 7 학년  보건 - 9 학년  

 

선택과목   

생리학 – 10, 11 또는 12학년  생물 – 9, 10 11 또는 12학년 

생물 과학 – 9, 10, 11 또는 12학년  아동 발달 – 11 또는 12학년 

인체 생물학 – 9, 10, 11 또는 12학년  동료 지원 및 리더쉽 – 10, 11 또는 12학년  

 

학습 교재 및 교과내용과 관련된 특정 문의사항은 과목 담당교사와 의논한다.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재들을 각 학교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정보는 교감에게 문의하도록 한다.    

 

가주 교육법 51555는 유치원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성 전염볍, 에이즈, 인간의 성 또는 가족 생활에 대한 수업을 받기 전에 

교육구는 각 학생의 학부모나 후견인에게 그러한 교육 실시에 대해 서면 통고할 것을 요구하며 51201.5(d)는 교육구가 7-12학년 

학생의 학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에이즈 방지 교육의 목적을 설명하는 서면 통고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학부모는 학생이 에이즈 

방지 교육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 센터의 학생지원 서비스부에서 에이즈 방지 교육과 관련된 가주 교육법 51201.5 

및 51553의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가주 교육법 51220.5는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이 연령에 적절하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아동 학대 방지 교육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교육과정은 안전하지 않은 상황 판별,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 학생에게 가용한 지원 자원을 알리고 학생에게 

도움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며 학대 사례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테크닉을 포함하는 학대로부터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학생의 

권리를 설명해야 한다.   

 

가주 교육법 51554는 학부모가 적절히 통고되지 않으면 학생은 교육구에 의해 고용된 교사에 의한 집회 형식의 또는 외부 

기관이나 초청 강사에 의한 어떤 형식의 강의든 성 전염병, 에이즈, 인간의 성 또는 가족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가주 교육법 51240는 “건강, 가정 생활 교육 및 성 교육 중에 어느 부문이라도 학생의 부모나 후견인의 종교적 가르침 또는 

신념과 상충될 때, 부모나 후견인의 서면 요청이 있는 학생은 그러한 종교적 가르침 또는 신념과  상충하는 교육 부문에서 면제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 조항의 “종교적 기르침 또는 신념”은 개인의 도덕적 신념을 내포하고 있다. 자녀가 이러한 수업에서 

면제되기를 원하는 경우, 학부모는 양식 6을 작성하여 교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가주 보건 서비스  

교육법 49480Æ 증상 발현이 되지않는 상태에서 계속 약을 먹어야 하는 공립학교 학생의 부모나 후견인은 학교 간호사 또는 

지정된 유자격 학교 고용인에게 복용약, 현 복용량, 및 담당의사의 이름을 알려야 한다. 학생의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하에 학교 

간호사는 의사에게 연락하여 약의 부작용이나 비복용 또는 과량 투여로 일어날 행동과 증상뿐 아니라 약이 학생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학교 인사에게 조언할 수 있다. 귀하의 자녀가 특별한 약을 복용하는 경우, 양식 5를 작성하여 

출석 학교의 보건실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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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1.   자녀가 학교에 있는 동안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도록 의약품의 복용 스케줄을 자녀의 의사와 상담한다.   

 

2.   wksurk wlTH®wJ® D;Fy ANßwpFh dLßgo wJ∂rlwJ®DmFh dI®DMƒ  QH®DY∂gkSMß rU∂dn, qlFH® wLœdptjaKß QH®DHY∂gkejfkEh ao gK®tksUß Ch, gK®Ry rKßGhtk 

 ˚hSMß rlxk wlwJ∂E?ß RywL®D|ßdprp 서면으로 메모를 전해야 하며, 그 메모에는 약 목록, 현 복용량 및 처방한 의사의 이름이 

 VhgKåE/djdi gKßek(RyDB®qJœ49480). 

 

3.   자녀가 학교에 있는 동안 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 gK®Qnah, wksuD; d;tk ˚hSMß rkwn aUßgjFMƒ thwlgKß rlxk d;fydLßDMß gK®Rydp 

 서면으로 메모를 wpCNƒgkehFH® gKßek. ao gK®tksUß Ch, RmflRh dI®VNå, Wnd;tkgK∂ ˚hSMß D;tk qUßrU∂tl C/tLß wJ∂QhFMƒ wpCNƒgodi gKßek 

 (RyDB®qJœ49423). 

 

4.  학부모 또는 후견인으로서 귀하는 자녀가 수업일 동안에 복용하는 모든 약품을 제공해야 한다. 귀 자녀가 자신이 약을 

 소지하고 복용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은 이상, 귀하 또는 다른 성인이 학교에 약품을 전달해야 한다.    

 

5.  flxKƒfLß rK≈DMß AhEMß XH∂wp dI®VNåDMß gK®Ry wJßeKƒ  tl, tnfI∂ vkdK® Gn dI®VNå dLƒwldp rlwoE/djdi gKßek. gK®Rydp dI®VNåDMƒ wJßeKƒgkSMß gK®Qnah 

 ˚hSMß ekFMß tJ∂dLßDMß dLƒwldp tjaU∂함으로 수량을 G}®dLßgKßek. 

 

가주 교육법 49423항: 학교에서 처방약을 복용해야 하는 학생은 복용량, 방법, 복용 시간을 설명하는 의사의 서면 진술서 및 

교육구에  의사의 지시를 수행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부모/후견인이 서명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rkwn QhrJß aLç 안전법 124100 aLç 124105Æ dkEH∂ QhrJß aLç wK∂do qK∂wl VmFhRmfOå(CHDP)DMß gK®tO∂EMƒdl 1gK®sUßdp dLœgK®gkrl wJßdp 
D}ßwJßgKß 건강 검진을 qK´DMƒ rJ†DMƒ DyRngKßek. 이 건강 검진은 유치원 시기에 받을 수는 있지만 1gK®sUßdp dLœgK®gkrl 18roD|ƒ 이전에 받은 

것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apelzKƒ Tng[ wkrU®이 있는 gK®tO∂dprp 이 검진은 AnFydlau, 의료 보험이 없는 아동들은 wldU® 

zkDNßxl QhrJßTh로부터 CHDP 검진을  qK´DMƒ Tn dL∫ek. 

 

rkwn RyD B ®qJ œ 49403Æ RyDB®RnSMß wJßdUåqU∂  aUßdU®wJœWH∂dp eogo gK®QnAhrk tjaUßDmfh EH∂d;gKß gK®tO∂EMƒdprp 그러한  질병의 d[qK∂dlsk XH∂wpFMƒ 
D'go aUßdU®wJœWH∂DMƒ tLƒtlgKƒ  tn dL∫ek. 유아원, 과도기 유치원, DbclD|ßR] xK®dk tltJƒdp EM∂FH®gkSMß  AhEMß  dkEH∂EMƒDMß BgU∂rKßdUå, Thdkakql, 
elVmxpfldk, qO®dLƒgo, vktK∂VN∂ d[qK∂wJœWH∂DMƒ qK´dkdi gKßek. 과도기 유치원, 또는 DbclD|ßdp EM∂FH®gkSMß dkEH∂EMƒDMß  2G/d; GH∂dU®  qO®tLßDMƒ 
qK´dkdi gkSMßep wJ®djEh Rm rkDNßep gkskSMß MMR(GH∂dU®, dlgktJßdUå, VN∂wLß)dlRh gkskSMß TnEn qO®tLßdlfkdi gkau 7gK®sUßdp dLœgK®gkSMß 

gK®tO∂EMƒDMß 2qJß∆o MMR wJœWH∂DMƒ qK´을 것이 요구된다. 7-12gK®sUß  wLßgK®DMƒ D'gotJß 7tp 생일 또는 이후에 Tdap(vktK∂VN∂-elvmxpfldk, 
qO®dLƒgo)의 1G/ cnrk wJœWH∂dl dyRnE?ßek.  

 

2016년 1월 1일부터 학생의 예방 접종 요건에 대한 유일한 면제는 의료적 면제 사유 뿐이다.  

 

부모 또는 후견인은 면허소지 의사(M.D. 또는 D.O)로부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학생의 신체적 상태 또는 의학적 상황이 요구되는 예방접종(들)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 

 � 면제되는 백신. 

 � 의료 면제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지의 여부 

 � 면제가 일시적인 경우, 종료일  

 

rkWn RyD B ®qJ œ 49451Æ gK®qnAhSMß aosUß RywK∂dprp wksuD; 건강 검진 aUßwp DycJ∂tjFMƒ  wpCNƒgKƒ  tn dL∫ek. Rmfjsk wksurk dLßwlE?ß wJßdUå 

˚hSMß rKådUåtJ∂D; wLƒqU∂DMƒ dKƒ©Rh dL∫ekRh aL´DMƒ aKßgKß tK∂eK∂gKß  dlDbrk dL∫SMß  rU∂Dn, wksuSMß EM∂Ryrk RMåwlE?ßek. 학교 간호사는 규정된 대로 

과도기 유치원/유치원, 2, 5, 8 및 11 학년에 시각 및 청각 검사를 하며 7학년 여학생 및 8학년 남학생들에게 척추 측만증 검사를 

실시한다.   

 

가주 교육법 49452.7: 가주 교육부는 가주 공공 보건부, 미국 당뇨협회, 가주 학교 간호사 단체 및 오렌지 카운티 아동 병원과 

협력하여 제 2형 당뇨병에 관해 다음의 정보를 마련하였다.  2010년 7월 1일부터 7학년생들의 학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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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ƒaU ∂Æ 

    wp 2gU∂  eK∂SyqU∂DMß tJ∂dLßdprp rkwK∂ GMßgKß DbgU∂d; eK∂SyqU∂dlek. 

   1.  aUçsUß wJß¬kwl wp 2gU∂ eK∂SyqU∂DMß dkEH∂dprp EmANƒdJ∫Dmsk dlwPß XH∂tK∂wJ®dl E/dJ∫Dmau XM®gl qlaKß 십대에게 qLßqKƒgKßek. 

     2.   alRN® wLƒqU∂ XH∂wp 및 d[qK∂ tPßxjdp d;gkaUß 2000sUß dlGn xodjsKß alRN® dkEH∂ 3aU∂ WN∂ 1aU∂DMß RmD; dLƒtO∂dp wp 2gU∂                        

  eK∂SyqU∂DMƒ dKƒ©rp E?ßekRh gKßek. 

 

   wp 2gU∂  eK∂SyqU∂DMß tLßcprk dpsjwlFMƒ D'go 설탕(vhEheK∂)DMƒ tkDYH∂gkSMß qK∂tL®dp dU∂gI∂DMƒ WNßek. 

    1.   tLßcpSMß DMåtL®D; xKßtnG]ANƒDMƒ tLßcp tpVhD; rlQHß dUßFydLß VhEheK∂DmFh wJßG}ßgKßek. 

    2.   C«wK∂DMß gUƒdO® TH®d; VhEheK∂DMƒ tpVhFh skFmSMß GhFmAHßdLß dLßTBƒfLßDMƒ tO∂tKßgKßek. 

    3.   wp 2gU∂ eK∂SyqU∂dptj tLßcp tpVhSMß dLßTBƒfLßdp wjgK∂gkdu gUƒdO®D; VhEheK∂ tnclrk tK∂TM∂gKßek. 

    4.   tlrKßdl rU∂R]gkaUß gUƒdO®d; VhEheK∂ tnclrk 위gJågkrp SHN√dkwu gUƒeK∂ R]ekWM∂dl E?ßek. 

    5.   gUƒeK∂ R]ekWM∂DMß tLåwK∂qU∂, tLƒaU∂ aLç tLßwK∂qU∂rK≈DMß rJßrK∂ANßwpFMƒ rkwuDHƒ Tn dL∫ek. 

 

Wp 2gU ∂ eK ∂SyqU ∂R] R}ßfU ßE ? ß D'gJå dythÆ wp 2gU∂ eK∂SyqU∂R] R}ßfUßE?ß D'gJå dyth aLç rU∂Rh wL∂GnFMƒ qhdlrjsk dKƒ©Rh dL∫SMß gK®tO∂DMß 

rJåwLß qK´DMƒ rJ†dl R|ßRhE?ßek. dUßRnwkEMƒDMß dj˚Jß tkfKåDMß wp 2gU∂ eK∂SyqU∂DMƒ dKƒ©Rh dj˚Jß tkfKåDMß dKƒ©wl dKµSMß dlDbFMƒ D}ßwJßgl dlgogkwl 

AH†gkRh dL∫Dmsk dkfo 위gJå dythEMƒDMß dkEH∂D; wp 2gU∂ eK∂SyqU∂ WM∂eoD] dUßR}ßE/dj dL∫ek.  

  1.  qlaKß. dkEH∂D; wp 2gU∂ eK∂SyqU∂D; eKßdLƒ C/eo 위험 요소는 R]cpWN∂dlek. alRN® dkEH∂ 5aU∂ WN∂ 1명은 R]cpWN∂dlau, dlEMƒdl      
  eK∂SyqU∂DMƒ dKƒ©DMƒ 가능성은  2qo dltK∂dlek. 
 

 2.  rkW H ®D; eK ∂Sy qU ∂fU®Æ QnAh WN∂ 1aU∂dl eK∂Sy ˚hSMß tLågKß rkWH® eK∂Sy qU∂fU®dl dL∫DMß 경우, 자녀에게 dU∂gI∂DMƒ WNƒ Tn dL∫ek.  

 

 3.   Q N ƒG } ƒE H ∂Æ QNƒG}ƒEH∂DMß tLßcpD; dLßTBƒfLß qKßDM∂fU®DMƒ ejDN® rKåThtlzLßek. 

 

 4.  X M ®wJ ∂ dLßW H ∂·aLßW H ®Æ al QHßxhdLß, GM®dLß, fkxLßr[ ˚hSMß dktldk·xovU∂dI∂ wpEhdLßDMß xk aLßWH® RmFNœdp qlgo wp 2gU∂ eK∂SyqU∂dp         

  ej 취dI®gkek. 

 

 5.   tkC N ßrlÆ tkCNßrl dkEH∂DMß RMœtJ∂wK∂  aLç tLßcpqKƒeKƒ eKßr[ EH∂dKß dkakeh dLßTBƒfLß wjgK∂DMƒ rkwuDHƒ TndL∫SMß GhFmAHß TnclD; wJ∂tK∂wJ®        

  tK∂TM∂DmFh dLßgo djfLß dkEH∂Qhek wp 2 DbgU∂ eK∂SyqU∂DMƒ dKƒ©DMƒ rkSM∂tJ∂dl Zmek. 

 

Wp 2gU ∂ eK ∂SyqU ∂R] R}ßfU ßE ? ß rU ∂Rh wL ∂Gn aLç W M ∂tpÆ dkEH∂D; wp 2gU∂ eK∂SyqU∂R] R}ßfUßE?ß rU∂Rh wL∂Gn aLç  WM∂tpSMß tjtjgl skxkskau 

chrldpSMß WM∂tprk Qhdlwl dKµDMƒ Tneh dL∫ek. Rmfjsk dLßTBƒfLß wjgK∂  ̊ hSMß wp 2gU∂ eK∂SyqU∂DM ƒ rkwLß AhEnrk dlfjgKß rU∂Rh wL∂GnFMƒ QhdlSMß rJ†DMß 

dkslau dlfjgKß WM∂tpFMƒ qhdLßekRh gotj wp 2gU∂ eK∂SyqU∂DMƒ dKƒ©SMß ekRhEh gKƒ Tn dJ≥ek.  

 1.   식사 후에도 배고픔 증가 

 2.   D|ßdLßQNƒaU∂d; cpWN∂ rKåth 

    3.   rKƒWM∂ WM∂eo, rJßwhgKß dLœ, qLßqJßgKß  qK∂Sy 

    4.   tLågKß vlRHßrKå 

    5.   GmfLß tldi 

    6.   wKƒ sK†wl dKµSMß GMå ˚hSMß tK∂cj 

 7.   XM®gl AH® E' ˚hSMß ruEmfK∂dl vlQn dLƒQnrk rJåRh aoøMßgkrjsk QHƒFH®gkek 

     8.   dugK®tO∂d; rU∂Dn, D|ƒrU∂QNƒTNß, AnD|ƒrU∂ aLç·˚hSMß R]ekgKß dJƒRNƒ aLç tLßcp cpAh 

      9.   RhgUƒdKœ ˚hSMß qlwJ∂tK∂wJ® 콜레스트롤 수치   
 

wp 2gU ∂ eK ∂SyqU ∂D; d[qK ∂qJœ aLç clFyÆ 건강한 생활 방식 선택은 제 2형 당뇨병 예방 및 치료를 도울 수 있다. 가족의 당뇨 

내력이 있더라도 적정량의 건강식 섭취 및 정기적 운동은 아동의 정상 체중 및 혈중 포도당 수치의 달성 또는 유지를 도울 수 있다.  

 1.  rJßrK ∂tL® 섭취Æ DMåtL®DMƒ gUßaU∂gkrp tJßxO®gkdu wj wlqK∂  aLç wj zKƒFhfl DMåtL®DMƒ  aJ®SMßek. 

     2.  tLßcpG}ƒE H ∂D; W M ∂eoÆ aodLƒ  wJ®djEh 60QNßDmFh tLßcpG}ƒEH∂DMƒ  SMƒfLßek. 

     3.  dI®A N ƒ clFyÆ DMåtL®  aLç DNßEH∂Dmfh qU∂dl XH∂wpE/wl dKµDMƒ rU∂Dn, 약물로 제 2형 당뇨병을 치료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Wp 2gU∂ eK∂SyqU∂ clFyD; cJ†  eKßr[SMß d;tk qK∂ANßdlek. D;tkSMß dkEH∂dl wktLßD; skdl, cpWN∂ aLç  tLßwK∂dp qlgo R]cpWN∂dLßwl rUƒwJ∂gkau ˚hgKß 

dkEH∂dl eK∂Sy ˚hSMß eK∂Sy wJß eKßr[(wp 2gU∂ eK∂SyqU∂Dmfh qKƒwJßgKƒ Tn dL∫SMß tK∂xo)dLßwl Qhrl D'go dkEHN∂d; gUƒeK∂ rJåtkFMƒ DycJ∂gKƒ Tn dL∫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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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 Y H ∂gKß eK ∂SyqU ∂ xpTmXm DbgU ∂Æ 

 1.  Rmflzpdlxlem gpAhRmfhqLß(A1C) xptmXm. 2, 3roD|ƒdp rJƒcu vU∂RBß gUƒeK∂DMƒ CM®wJ∂gKßek. En qUƒEhD; xpTmXmdptj A1C       

  6.5% ˚hSMß Rm dltK∂DMß eK∂SyqU∂DMƒ D;algKßek. 

 2.   AnwK®D' gUƒeK ∂ (ql R H ∂Q H ® tK ∂xo) 테스트. dkAn ˚osk gUƒdO®DMƒ coC'gkdu eptlflxjeK∂ 200 aLƒflRmfOåD; gUƒeK∂ ˚hSMß Rm       

  dltK∂DMß eK∂sydlek. dlSMß RH∂QH®tK∂xo gUƒeK∂ xpTmXmFh G}®dLßE/djdi gKßek. 

 3.  R H ∂Q H ® tK ∂xo gUƒeK ∂ xpTmXm. dirKß RH∂QH® Gn gUƒeK∂DMƒ CM®wJ∂gkdu eptlflxjeK∂  100 aLƒflRmfOå dlgkdlaUß wJ∂tK∂, 100-125     

  tkdldlaUß wJßeKßr[, En qUƒEhD; xpTmXmdptj 126 ˚hSMß Rm dltK∂dlaUß eK∂sydlek. 

 4.  RnrK ∂ VhEheK ∂ sotJ ∂ xpTmXm. dirKß  RH∂QH® Gn, tJƒxK∂ ANƒDMƒ aktlRh ekDMå aUç tlrKß EH∂dKß WnrlwJ®DmFh xpTmxmFMƒ gkSMß gUƒeK∂       

  CM®wJ∂ xpTmXmFhtj 2tlrKß rU∂R] Gn, eptlflxjeK∂ 200 aLƒflalxj dltK∂DMß eK∂SyFMƒ D;algKßek. 

 

dkEH∂  wp 2gU∂ eK∂syqU∂DMß d[qK∂·clFyrk rkSM∂gKß qU∂dlau QHß wJ∂QhFMƒ XH∂go wpRH∂E?ß dKßsoSMß dl qU∂dp eogKß rU∂rK®tLåDMƒ ¬oDnrl D'gKß rJ†dlek. 

ANßD;tkgK∂dl dL∫DMƒ  rU∂dn, wksu gK®Ry rKßGhtk, gK®Ry gO∂wJ∂R}ß ˚hSMß D;FydLßdprp ANßd;gKßek. 

 

cKåWhÆ  

 n   alRN® eK∂SygUœG/ dLåtK∂ 회보  

 n   eK∂Sy dkEH∂ EHœrlÆ gK®Ry dLßtkFMƒ D'gKß dKßso 

 n   dkEH∂QhrJß 

 n   apdldy ZMƒflsL® 

 n   RN®rk D;Fy EhtjR}ß(NLM) aLç RN®rk QhrJßdUßRnTh(NIH) 메드라인 

 n    alRN® wLƒqU∂ XH∂wp·d[qK∂ tPßxj 

 

wLƒD;Æ gK®tO∂ tjqlTm - www.cde.ca - (916) 319-0284 
 
rkWn RyD B ®qJ œ 49452.8, wksuD; cJ†  RH∂fLœgK®Ry dLœgK®dl 과도기 유치원/유치원 또는 1gK®sUß인 wksuSMß 5D|ƒ  31dLƒ¬kwl DbaUßgj 

clR]D;tk ˚hSMß 유면허 또는 공인 clR] QhrJß wJßANßd;FhQnxj RnrK∂ rJßrK∂ rJåwLßDMƒ  qK´dkdi gKßekRh qJœDMß aU∂tlgkRh dL∫ek. gK®Ry 

dLœgK® wJß  12roD|ƒ dlsodp qK´DMß 구강 rJåwLß dU®tl dl DyrJßDMƒ CN∂WH®tlzLßek. wksurk rJåwLß qK´DMƒ gU∂vUßdl AH†E?ƒ  rU∂dn vLƒdy dI∂tL®D; wp 3gK∂DMƒ 

작성하여 면제 받을 수 있다.   

 

rkWn RyD B ®qJ œ 49475 - S/wLßxK ∂ aLç ajfl 상해Æ 스포츠 프로그램을 wpRH∂gkSMß RyDB®RnSMß aosUß gK®tO∂ tJßTnD; cJ† GNßfUß  tlwK® 

˚hSMß  tlgKœdp cKådugkrl wJß gK®tO∂ aLç gK®tO∂d; gK®Qnah·GnrUßdLßDmFhQnxj S/wLßxK∂ aLç ajfl tK∂go wJ∂Qhwldp tjaU∂DMƒ qK´Rh wpCNƒ qK´dkdi gKßek. 

tJßTnSMß dyRnE/SMß wJ∂QhwlFMƒ 위해 스포츠 디렉터dprp dUßfK®gkEhFH® gKßek. dlSMß wJ∂Rb TndJœdLƒ EH∂dKß ˚hSMß cpDB® TndJœD; dLƒQnFhtj TmVhCm 

G}ƒEH∂dp cKådugkSMß gK®tO∂EMƒdprpSMß wJ®DHY∂E/wl dKµSMß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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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데일 통합교육구 

뇌진탕 정보지 

 (2018-2019 gK®tksUßEhdpaKß  wJ®DY∂) 

tktLƒÆ 

 

S/wLßxK∂dlfKß ajfldp rkgowLß CN∂rU®dlsk xkrU® ˚hSMß tLßcpD; ekFMß QnQNßdp rkgowLß xkrU®dl ajflFh 전달되어 tO∂rLß dLƒWH∂d; EnS/ tK∂godlek. 

S/wLßxK∂DMß dI®gKåDmFhQnxj tLårK®gKåD; QJåD'dp rJƒcLƒ Tn dL∫Dmau EnS/D; wJ∂tK∂wJ® wK®DHY∂DMƒ  qK∂go gKƒ Tn dL∫ek. qlFH®  eoQnQNßd; S/wLßxK∂DMß dI®gKß 

rJ†dlwlaKß AhE M ß S/wLßxK ∂D M ß wKåwowJ®DmFh D'gJågK ß rJ†DmFhtj wJ®wJ ƒgl dLßtL® aLç clFye/wl dKµDmaUß S/T H ßtK ∂ aLç  tkaK ∂D M ƒ 

VhgKågK ß gKœqU ∂W M ∂D M ƒ DbqKƒgK ƒ Tn dL ∫ek. S/wLßxK∂DMß dKƒdkQhrl djfudnau eoQnQNßd; TmVhCm S/wLßxK∂DMß D;tL®DMƒ dLƒ©wl dKµDMß  tK∂xoFh 

qKƒtO∂gKßek. S/wLßxK∂d; wL∂Gn aLç WM∂tpSMß ekdI∂gkdu tK∂go Gn qkFh skxkskrjsk aUç tlrKß, aucLƒ Gndp D}ßwJßgl skxksKƒ TnEh dL∫ek. wksurk 

dj˚Jß S/wLßxK∂ WM∂tpFMƒ GhThgkrjsk eK∂tLß wktLßdl 증세 또는 징후를 Qhrp E/aUß WM®tl D;FydLßdprp Qhdudi gKßek. 

 

   W M ∂tpÆ 

 � EnXH∂                              � QNƒaUßWM∂ 

 � “ajfl dKœqK®rKå”                     � “zJßeltUßdl dKß WHN©DMå” 
 � apTm¬jDNå ˚hSMß RnXh                 � vlFhrKå  ˚hSMß AnrlfU® 

 � AH®XH∂                              � DnDNƒ 

 � RBßgU∂ANßwp  ˚hSMß gUßrlWM∂              � tLßrU∂QNƒdKß ˚hSMß QNƒdKß 

 � GmfLß ˚hSMß dlWN∂ tldi              � ∆kWM∂ 

 � qLç ˚hSMß Thfldp aLßrKå              � rKåwJ∂wJ® 

 � skFMßgKå                            � GHßEH∂ 

 � AH∂FH∂gKå                     � wLœWN∂ ˚hSMß rldJ®ANßwp(rpdLå FNƒ aK∂rK®) 

 � WHƒflDNå                          � EH∂dLƒ wLƒANß·aKƒ qKßQHN® 

 � TnaUß voxJß qUßG]                    

 

S/wLßxK ∂ tK ∂xodptj D N ßE H ∂gkrjsk R H ´qkfh rU ∂rldp ektl dLågkS M ß 위gJåtJ ∂  

S/wLßxK∂  wL∂Gn ˚hSMß WM∂tpFMƒ QhdlSMß tJßtnSMß WM®tl rU∂rlFMƒ aJåCndjdi gKßek. wlTH®gkSMß rU∂Dn, 젊DMß tJßTnSMß ej ZMß tK∂godp XM®gl 취dI®gkek. 

XM®gl DNßEH∂tJßtnrk cJ†  S/wLßxK∂DmFhQnxj G/QH®E/rl wJß En qJß∆o S/wLßxK∂DMƒ dLœDMƒ rU∂Dn S/wLßxK∂ qKƒtO∂ Gn gKß EH∂dKß S/wLßxK∂dmfhQnxj tLågKß tK∂goFMƒ 

dLœDMƒ 위gJådl WM∂rkgKßek. RmfJƒ  rU∂Dn, cKåeKågKß 그리고 claU∂wJ®dLƒ  TnEh dL∫SMß rUƒR]D] gKå¬p G/QH®dl ejeldjwlrjsk S/rk tLågkrp QN†rleh gKƒ 

tn dL∫ek(2ck CN∂rU® WM∂GnRNß). tkCNßrl ˚hSMß tLœeo DNßEH∂tJßtnEMƒDMß tK∂go WM∂tpFMƒ WH∂ HWH∂ WNƒdutj QhRhgKßekSMß rJ†DMß wKƒ dKƒfuwLß tktLƒdlek. S/wLßxK∂Eh 

d[D/rk dkslek. ˚kfktj gO∂wJ∂R}ß, Zhcl, gK®Qnah aLç gK®tO∂dp eogKß RyDB®DMß gK®tO∂-DNßEH∂tJßTnD; dKßwJßdp dUƒT/dlek. 

 

wksurk S/wLßxK ∂D M ƒ dLœdJ ∫ekRh tO ∂rK®gK ƒ rU ∂Dn 

가주 학교 대항 연맹(CIF)는 dUßTMœ  ˚hSMß rpdLå  EhWN∂ S/wLßxK∂dlsk ajfl tK∂goFMƒ dLœdJ∫ekRh d;tLåE/SMß gK®tO∂ tJßtnSMß tkrJß qKƒtO∂tl, RmflRh 

skajwl sKƒ EH∂dKß 경기로부터 빼내어 aUç tlrKß r[TH® aUßaLƒgl R}ßcKƒgKƒ  rJ†DMƒ DyRngKßek. 경기로부터 빼내어진 gK®tO∂ tJßTnSMß S/wLßxK∂ vU∂rk 

aLç clFy GNßfUßDMƒ qK´DMß DbaUßgj rJßrK∂ R}ßfldLßDmFhQnxj vU∂rkFMƒ qK´Rh ektl rU∂rlFh EHƒdkrkEh WH©ekSMß TM∂dLßtjFMƒ qK´DMƒ ˚o¬kwl rU∂rldp ektl 

dLågKƒ Tn dJ≥ek. 

 

gK®QnAhSMß ˚hgKß wksurk S/wLßxK∂DMƒ dLœdJ∫ekRh tO∂rK®gKƒ rU∂Dn Zhcldprp dKƒfudi gKßek.wJß  tlWMßDMƒ SH©clSMß 것보다는 gKß rpdLåDMƒ SH©clSMß rJ†dl 
ej skDMåDMƒ tK∂rlgkEhFH® gKßek. D;tLådl rkSMß rU∂DndPß, qPßcldp dK÷dk dL∫EhFH® gKßek. 

 

S/wLßxK∂dp R}ßgKß C/tLß wJ∂Qh D»œtkdlXmÆ http://www.cdc.gov/ConcussionInYouthSports 
 
gK®tO ∂ QhgJå V M ƒfO ß 

rkwn RyD B ®qJ œ 49472Æ RyDB®RnSMß wJ∂Rb tndJœdLƒ, gK®Ry GnD|ß gO∂tk ˚hSMß wK∂Th dlEH∂ WN∂ qKƒtO∂gkSMß tK∂godp eogKß tkRhQhgJådl rkDY∂ gkEhFH® 

gKƒ Tn dL∫ek. QhgJå rkdLœ wkFyrk tLß gK®tksUßehD; cJ† Wn EH∂dKßdp DbclD|ß-6gK®sUßD; rK®  gK®tO∂ vUßDmFh rkwJ∂dp wJßeKƒE/au Rm dlGn AhEMß 

dLœgK®gkSMß 신입tO∂EMƒD; gK®QnAhdprpEh WJßgowLßek. WN∂·RhEM∂gK®RyD; rU∂Dn, 각 학교에서 신청서를 구할 수 있으며, 학부모에게 이메일되고 

교육구의 웹사이트(www.gusd.net)의 비지니스 서비스 부서(Business Service Department) 하에 게시된다. QhgJå rkdLœqlSMß 

gK®QnAh 또는 GnrUßdLßdl QneKågKß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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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진탕  정보지  
2018-2019 



거주지  학교  선택 

1. 6-18tp tkdld; altJ∂sUßwkSMß D;AnRyDB®DMƒ  qK´dkdi gkau, aUßwpE/wl dKµDMß dltK∂ gK®QnAh·qJœwJ® GnrUßdLßdl rjWngkSMß wldU®d; RyDB®Rndp 

 TH®gKß gK®Rydp EM∂FH®godi gKßek. 

 

2.   gK®tO∂DMß ekDMåD; rU∂Dn RyDB®Rn soD; CNƒtJ® gK®Rydp eogKß Wnrj DyrJßDMƒ dI∂wkxO®dLƒwJ®DmFh WNßtngKƒ tn dL∫ekÆ QH®wl aLç dkEH∂rlR}ß qJœ 

 gkD; qocldp ˚kfk RyDB®Rn R}ßgKƒRndU® sod; dI∂DB®rkwJ∂ ˚hSMß DbaUßgj dkEH∂tltJƒdp qoclE?ß  gK®tO∂, wktLßdl Q H ßfo eksleJß gK®Rydp 

 sKådk dL ∫S M ß dI ∂D B ®rkwJ ∂ dLœdI ∂ gK®tO ∂, RyDB®Rn R}ßgKƒRndU® sodp rjWngkSMß  EH®fLœE?ß gK®tO∂, RyDB®Rn R}ßgKƒRndU® sodp rjWngkSMß 

 tJ∂dLß QhGhwk wLœdp tkSMß gK®tO∂ ˚hSMß RyDB®Rn R}ßgKƒRndU® sod; wnwJ∂Qn qU∂D|ßdp rjwngkSMß gK®tO∂.   

 

3.  R]rj TnsUß EH∂dKß gK®tO∂EMƒd; EM∂Ry wldU®DMß RyDB®tltJƒDMƒ rkwK∂ GyDBƒwJ®DmFh tkDY∂gkrl D'gKß dlDN† gK®Ry rosUådp RMßrjgkdu tJƒwJ∂E/dj 

 D}∫Dmsk RyDB®RnSMß xkwldU® wJßgK® DycJ∂DMƒ dK√DmFhEh r[TH® RhfugKƒ rJ†dlau RyDB®RnSMß ekDMåR] rK≈DMß tJßxO®을 wpRH∂gKßekÆ 

      A.  RyD B ®Rnso wJßgK® gjrk(Intradistrict Permits) -dl DycJ∂DMß ekDMåR] rK≈DMß rodLßwJ® vLƒDy tkDbdp eogo RhfuE?ßekÆ wJ®DM∂  ANßwp, 
   dltk r[G?®, RyDB®Rn C'dJœ, dK√tj 다니던 학교, 사적으로 마련한 탁아, gU∂wpwkao aLç XM®qUƒ RyR]R]wJ∂. RyDB®Rnso wJßgK®    

   gjrk tLßcJ∂tjSMß RyDB®Rn gK®tO∂wlD|ß tjqltmQndptj qK´DMƒ Tn dL∫ek.  

 

   RyD B ®Rnso roqK ∂ E M ∂F H ®-RyD B ®qJ œ 35160.5(b): RyDB®Rn WnaLßDMß qLß wkflrk dL∫DMƒ rU∂dn wksuFMƒ RyDB®Rnso Xk gK®Ry wJßgK®         
   tLßcJ∂DMƒ gKƒ Tn dL∫ek. RyDB®Rn so rK®  gK®Rydp eogKß wJ∂QhSMß RyDB®Rn D»œtkdlxmdp wpRH∂E/Rh dL∫ek. 

             
     B.   xk RyD B ®Rn wJßgK® gjrk(Interdistrict Permits) - gK®QnAh 또는 qJœwJ®  GnrUßdLßDMß dkEH∂DMƒ xk RyDB®Rn gK®RyFh wJßgK® tlzLƒ Tn     

     dL∫Dmau dl gjrkSMß ekDMåR] rK≈DMß dlDbEMƒdp eogo RhfuE?ƒ Tn dL∫ekÆ dltk 계획, 기회, 앞서 다니던 학교, 사적으로                  

     마련한 xK®dk tJßwJ∂(과도기 유치원-8gK®sUß), gU∂wpwkao, QnAh C'dJœ(과도기 유치원-8gK®sUß), 공개 EM∂FH®(RyDB®qJœ wp46600Wh).         

     xk RyDB®Rn EM∂Ry gjrkSMß rjWnwl RyDB®RnFMƒ XH∂go tLßcJ∂E/djdi gkau rjWnwl RyDB®RnD] qK´dkEMƒdlSMß RyDB®RnD; dI∂¨H® TM∂dLßDMƒ AhEn    

      qK´dkdi gKßek. RyDB®RnEMƒDMß c/eo 5sUß EH∂dKß 1명 ˚hSMß Rm dltK∂d; gK®tO∂dp eogKß xk RyDB®Rn EM∂Rygjrkdp EHN∂d;gKƒ Tn dL∫dmau     

     RmrJ†DMß wJßgK®D; TM∂dLß ˚hSMß rjQndp eogKß WhrJßDMƒ aU∂tlgodi gkau wotLßcJ∂ rlWNßDMƒ VhgKågkRh TM∂dLß 취소 WhrJßDMƒ aU∂tlgKƒ Tn    
     dL∫ek. EH∂D;tjdp aU∂tlE/wl dKµDMß dltK∂ gK®tO∂DMß xk RyDB®Rn EM∂RyFMƒ wotLßcJ∂ gKƒ vLƒdyrk dJ≥Dmau goeK∂ RyDB®RnSMß gK®tO∂dl          

     eksleJß gK®Rydp r[TH® ekslEhFH® TM∂dLßgodi gKßek. 타 RyDB®Rn EM∂FH® rjQndp eogKß wotLå cJ∂RnSMß gK®tO∂wlD|ßtjqlTmQndp          

     tjaUßDmFh wpCNƒE/di gkau worJåxh GndpEh r[TH® rjQnE/SMß rU∂Dn, wotLå cJ∂RnSMß RyDB®rKådlsk eofldprp, Rm GndPß zkDNßxl         

     RyDB® D'D|ßG/dp gKßek. 

 

        C.   던스모어 , wpvjT M ß , A H ßxp qlTmxk , Abdj , dKƒ el g]dlXm aLç  qjEbRh DnE M ƒfOßwmD; 비 마그넷 이중언어 플랙            

     프로그램  (Non-Magnet Dual Language  FLAG  Program) - ChEM∂gK®Ry 플랙 프로그램 학교 중 gKß  RH†dp ekslrLƒ  D|ßgkSMß                                   

     RMƒfPßepdLƒ RyDB®Rn WnaLßDMß 플랙 VmFhRmfOå  tLßcJ∂tjFMƒ wK®tJ∂godigkau dLœgK®될 경우, vLƒdygKß AhEMß EM∂FH® tjFbFMƒ goeK∂ 학교에                          
     wpCNƒgodi gKßek. 글렌데일 교육구 주민은 자신의 거주지 학교가 아닌 학교의 플랙 프로그램 출석에 대해 교육구 내                             
     전학 허가서 취득이 요구되지 않으나 타 교육구  거주 신청자는 플랙 프로그램에  입학될 경우, 등록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자신의 거주지 교육구로부터 방출서를 받을 것이 요구된다. 이 방출서는 등록 확인서  및 타 교육구 전학 허가     
     신청서와 함께 학생지원 서비스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플랙  프로그램  지속은  학생의  학교  출석  및  품행  기대치               
     달성에  달려있으며  이  기대치  충족  실패는  학생  자신의  거주지  학교  또는  거주지  교육구로  돌아가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D.   dpelT M ß, GnfO ∂Z M ƒf L ß aL ç zpvJƒ 초등학교 마그넷  vmFhRmfOå (마그넷 학교들의 플랙 프로그램 포함) - chEM∂                        

      마그넷 gK®Ry WN∂ gKß RH†dp ekslrLƒ  D|ßgkSMß RMƒfPßepdLƒ RyDB®Rn WnaLßDMß  마그넷  gK®Ry dLœgK® tLßcJ∂tjFMƒ wK®tJ∂godi gkau                         

     dLœgK®E?ƒ  rU∂dn,  vLƒdygKß AhEMß EM∂FH® R}ßfUß tjFbFMƒ goeK∂ gK®Rydp wpCNƒgodi gKßek. 글렌데일 교육구 주민은 마그넷 학교의                   
     출석에  대해 교육구 내 전학 허가 요청서 취득이 요구되지 않으나 타 교육구 거주 신청자는 마그넷 학교에 입할될                     
     경우, 등록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자신의 거주지 교육구로부터 방출서를 받을 것이 요구된다. 이  방출서는 등록 확인서 
     및 타 교육구 전학 허가 신청서와 함께  학생  지원 서비스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마그넷 프로그램의  지속은  학생의         
     학업  수행 , 학교  출석  및  품행  기대치  달성에  달려있으며  이  기대치  충족   실패는  학생  자신의  거주지  학교   또는  

            거주지  교육구로  돌아가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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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과도기  유치원(TK)  –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모든 학교가 과도기 유치원을 제공하는 것은 아님으로 인해 과도기                 

  유치원에 자격이 있는 학생(9월 2일 - 12월 2일 사이 또는 그 당일에 5살이 되는 아동)은 그들의 주거지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과도기 유치원에 배정된다. 자신의 거주지 학교가 아닌 학교의 과도기 유치원에 배치된 학생은 그 다음 해                  

  유치원을 위해 자신의 거주지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F. 개방  등록법  – 교육법 48350 이하  

        gK®tO∂dl RH∂RyDB® RyDB®rKådp D;go G}®dLßE?ß roqK∂EM∂FH® tLƒtl gK®Rydp eksLƒ  rU∂Dn gK®tO∂DMß wktLßdl wJßgK®gkfuSMß gK®Ry가 더 높은          

  TngO∂력을 지니고 있는 gKß, RyDB®Rnso ˚hSMß qK®®D; xk gK®RyFh wJßgK®gKƒ Tn dL∫ek. RhRy TmVhCmxLådp TH®gKß  gK®tO∂d; gK®QnahSMß dl          

  tJßxO® gkdptj wJßgK®DMƒ tlEhgkrl wJßdp CIF TmVhCm wkrU® RbcL®dp eogo dKƒdkQhdkdi gKßek. xk gK®RydpD; RyXH∂DMß gK®QnAh          

  cO®dLådlek. RyDB®RnSMß 학생들이 “AnwK®D'D; RH∂vU∂gKß wJƒck“FMƒ XH∂go tJßwJ∂E/SM ß gKß, tLßcJ∂dp eogKß RncpwJ®  TM∂dLß ˚hSMß rjQn             

  rlWNßDMƒ wK®tJ∂gkEhFH® gjDHY∂E?ßek. RyDB®Rnrk akrKådLƒDMƒ wJ∂gkwl dKµSMß gKß, wJßgK® DycJ∂DMß wJß gK®tksUßeh 1D|ƒ 1dLƒ¬kwl wJœTnE/djdi        

  gkau tLßcJ∂DMƒ D'go gK®QnAhSMß wksuFMƒ wJßgK®tlzlfuSMß RyDB®Rndp wL®wJœ dUßfK®godi gKßek. roqK∂EM∂FH® gK®Ry aU∂eKßDMß rkWn RyDB®Qn         

  D»œtkdlxm http://www.cde.ca.gov/sp/eo/op/dptj 찾아  QHƒ  tn dL∫ek.  

 

qJœdKß AB1156DMß gK®tO∂dl Rmrk TH®gKß RyDB®Rn ˚hSMß wJßgK®gkfuSMß xk RyDB®Rn dLßtkdp D;go wktLßdl TH®gKß RyDB®Rn gK®tO∂dp D;gKß 약자 

괴롭히기 행위의 G;tO∂wk fkRh vKßwJ∂E?ß rU∂Dn, rlWHß xk RyDB®Rn wJßgK® EH∂d;tj gkdptj xk RyDB®Rn wJßgK®dp DntJßR|ßdl Wndjwlrjsk EH∂d;tjrk 

dJ≥DMƒ rU∂DndPß 학생의 qJœwJ® GnrUßdLßD; dycJ∂dp ˚kfk xk RyDB®Rn wJßgK® EH∂d;tj wK®tJ∂DMƒ D'go CnrkwJ® Rhfurk Wndjwudi gKßek, 

 

QHß XH∂Rhtjdp tJƒaU∂E?ß 전학 tJßxO®dp R}ßgKß Cnrk wJ∂QhFMƒ D|ßgkSMß rU∂Dn, (818) 241-3111, sotJß 1283 gK®tO∂wlD|ß tjqltmQndp dUßfK®gkEhFH® 

gKßek. 

 

gK®QnAh cKådu 

gK®RyD] wldU®tkG/ rKßd; DbeoSMß RyDB® VmFhRmfOåDMƒ rK∂G]tlzlRh gK®tO∂ tJ∂RH∂ rlg/FMƒ WM∂eotlzlau gK®tO∂d; rkWH®DMß gK®tO∂d; gK®dJœdp vLƒtnwJ®dLß 

vkXmsjdlek. gK®RyD] RyDB®Rn 프로그램들dptj gK®tO∂ rkWH®d; wJ®RM®wJ® cKåduSMß gK®tO∂d; tJ∂C'Ehdp RM∂wJ∂wJ®dLß GyR]FMƒ sK©SMßek. 

gK®QnAh·GnrUßdLßDMß wksuD; RyDB®dp QhfKåE?ß qK∂tL®DmFh cKådugkRh gK®RyD] RyDB®Rndptj wktLßd; rU∂gJåR] wJßANßtJ∂DMƒ RH∂DbgKƒ rlG/EMƒDMƒ rkwlau 

gK®QnAh·GnrUßdLßDMß cKådu G}ƒEH∂ aLç rlG/EMƒdp eogo XH∂tLßANß, gK®Ry aLç  RyDB®Rn D»œtkdlXm (www.gusd.net)FMƒ XH∂go XH∂RhE?ßek.  

 

학부모는 교육구의 지방 콘트롤 책무안(LCAP)  모임 및 자녀 학교의 운영위원회(SSC)및/또는 영어 자문위원회(ELAC)에 참여할 것이 

권장된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특정 프로그램 및 계획들의 효율성에 대한 조언을 위해 소집되는 자문위원회이다.  ELAC 또한 

영어 학습자의 학업 문제 및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자문위원회이다. 학부모는 또한 교육구 영어학습자 자문위원회 (DELAC)에도 

참여할 수 있다. 

 

dU ∂dj gK®T M œtO ∂(EL) wJ ∂Qh 
RMƒfPßepdLƒ XH∂gKœRyDB®RnD; AH®wJ®DMß AhEMß gK®tO∂EMƒdprp VyWNßdp RMßrjgKß dI∂wLƒD; RyDB®DMƒ wpRH∂gkSMß rJ†dlek. dU∂dj gK®TMœtO∂dp eogKß dlWN∂ AH®VySMß 

RmEMƒdl dU∂dj SM∂TM®tJ∂DMƒ tLßTH®gkRh GyDBƒwJ®DmFh qKƒeKƒtlzlRh AhRN®djrk dU∂djdLß EH∂sUßqo ˚hSMß EH∂dLƒ gK®sUß gK®tO∂EMƒR] EH∂dLƒgKß gK®dJœ wLßEhFMƒ 

DbwlgkEhFH® gkSMß rJ†dlek. dU∂dj gK®TMœtO∂EMƒDMß RmEMƒD; dU∂dj SM∂TN®tJ∂DMƒ  qKƒeKƒtlzlrl 위한 wJ®wJƒgKß wlEhFMƒ XHN∂go gK®sUß TnWNßd; gK®R]AH® soDHY∂ 

tndJœDMƒ qK´SMßek. AhEMß dU∂dj gK®TMœtO∂EMƒDMß SH√DMß SM∂TN®Eh aLç dLƒ®rl·πmrl eKƒtJ∂DMƒ wlD|ßgkrl 위한 dU∂djqKƒeKƒ(ELD) aLç RyR]R]AH® TndJœDMƒ qK´SMßek. 

 

rkWn RyD B ®qJ œ 52164.1dp ˚kfk dU∂dj D/D; AhRN®djFMƒ tkDY∂gkSMß AhEMß EM∂FH®tO∂EMƒDMß wJ®wJƒgKß dU∂djqKƒeKƒ VmFhRmfOå dp qoclFMƒ 위해 영어 

tLƒfU®  xpTmXmrk Wndjwlau RmD; AhRN®dj ˚hgKß vU∂rkE?ƒ  tn dL∫ek.  

 

WnwJ∂Qnrk TM∂dLßgKß dU∂dj vU∂rkSMß 캘리포니아 영어 능숙도 평가(ELPAC)dlau EM∂FH® tldp, RmflRh Rm Gn aosUß AhEMß dU∂dj gK®TMœtO∂EMƒdprp 

tLƒTlE?ßek. gK®QnAh·GnrUßdLßDMß vU∂rk rUƒR], gK®tO∂d; dU∂dj SM∂TN®Eh aLç ELD VmFhRmfOådp dL∫djtj qocl TnWNßdp eogo XHN∂RhqK´SMßek.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영어학습생들에게 다음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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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Whg]E?ß dU∂dj wLœWN∂ TndJœ - dlrJ†DMß dU∂djrk djSm wJ∂Eh SM∂TN®gkwl AH†gKß gK®tO∂DMƒ D'gKß  rJ†DmFhtj eoQnQNßD; TndJœDMß dU∂djFh 

 wLßgO∂E/wlaKß RyR]R]wJ∂ aLç wlEhSMß dU∂djFMƒ qoDnSMß gK®tO∂EMƒdp 맞추어져 있다.   

 

*   dU∂dj WnFb TndJœ - dlrJ†DMß dU∂djrk djSm wJ∂Eh SM∂TN®gKß dU∂dj gK®TMœtO∂d; dU∂dj TMœEM®DMƒ D'gKß rJ†DmFhtj AhEMß TndJœDMß dU∂djFh wLßgO∂E?ßek 

 

*   대체 프로그램 (이중언어 몰입 수업) -  학생들은 영어개발(ELD)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신의 모국어 또는 표적 언어로 
 핵심 과목들을 배운다.  
 

학부모는 자녀 학교에 교육구 프로그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가능한 한, 영어 이외의 언어를 구사하는 학부모/후견인에게 교육구 문화상호 교육부를 통해 구두 및 서면 번역본이 제공된다.    

 

학생 비용/기부금/기금모금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에 등록한 학생은 법에 의해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가 제공하는 교육 활동의 참여에 대해 

비용, 보증금 또는 기타 어떤 비용도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 기부금과 기금모금은 다양한 활동과 비품 마련을 위해 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학급과 활동의 지속적인 성공에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기부금 및 기금모금은 자발적인 일이다.  

 

주 법은 GUSD에게 공립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무상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예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GUSD가 학교 활동에 대해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자료, 비품, 장비 또는 유니폼을 구입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GUSD 학교들은 귀 자녀가 양질의 교육 경험을 쌓는 데 모든 필요한 물자를 제공한다. 따라서 학급에 필요한 추천 비품 

목록이 있지만 이것은 자발적인 일이다. 어떤 학생도 학교에 비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학교 활동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영양 서비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영양 서비스 부서는 전국 학교 점심 프로그램(NSLP), 학교 아침식사 프로그램(SBP), 방과 후 간식 프로그램, 

계속되는 여름 급식 옵션(SSFO) 및 신선한 과일 및 야채 프로그램(FFVP)에 참여하며 과일들, 야채들 및 우유가 매 식사에 

제공된다.  

 

2018-2019 무상 및 할인가 급식 신청서   

 

온라인 신청: 무상 및 할인가 급식 신청은 온라인 mealapp.gusd.net에서 가용하다. 

 

서면 신청서: 초등학생 – 신청서가 첫 등교일 패킷에 들어있다. 중�고등학생 – 신청서가 등록 패킷의 일부로 우송된다. 신입생 – 

신청서는 223 N. Jackson Street, Glendale, CA 91206에 위치한 웰컴 센터; 학생의 학교; 및 349A West Magnolia Avenue, 

Glendale, CA 91204에 위치한 영양 서비스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다. 근무 시간은 오전 7:00 – 오후 4:00까지이며 전화번호는 

(818) 552-2677이다.  

 

가족 당 신청서 한(1) 장을 제출한다. 추가 신청은 처리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 서면 신청서는 학생의 학교 또는 영양 서비스 

사무실에 제출한다. 급식 신청서가 처리되는 대로 학생의 급식 자격 현황에 대한 서한을 받게 된다. 신청서를 완전히 그리고 읽기 

쉽게 작성한다. 완성되지 않은 신청서는 처리를 지연시킨다. 급식 신청서의 작성 설명은 영어, 아르메니아어, 한국어 및 스페인어로 

가용하다. 각 신청서는 고유의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서류 신청을 하면 안된다.  

 

급식 비용:  

아침식사는 $1.25  점심은 $2.75 이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영양 서비스는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하여 

온라인 선지불 시스템을 제공하며 웹사이트 https://www.ezschoolpay.com에서 접속할 수 있다. 학교 카페테리아 또는 영양 

서비스 사무실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도 선지불을 할 수 있다.  

 

급식 계좌의 잔액이 부족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에게 통고된다. 초등학생인 경우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 $10.00 

중등학생인 경우 마이너스 $2.75에 도달하면 학부모/후견인들은 전화/이메일로 지불금을 상기시키는 연락을 받을 

것이다. 학생의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 $20에 도달하는 경우, 학부모/후견인들은 우편으로 지불금을 상기시키는 메모를 

받을 것이다.  

 

학교  출석 

자녀가 그의 잠재력을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선 정기적 학교 출석이 중요하다. 새 학사년이 시작됨에 따라 우리는 학부모가 매일 

자녀의 학교 출석에 가외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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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wn RbwJ ∂qJœ  타이틀  5, 421 aLç RyD B ®qJ œ 48205Æ RywL®D|ßdlsk D;tkd; G}®dLß gkdp gK®tO∂DMß Rmd; wLƒqU∂, rU®fl TnDY∂, 
d;Fy d[dI® (clR], rJådKßR] VhgKå), wL®r[ rkWH®D|ß wK∂f[tL®  cKåtJ® ˚hSMß qotLåD|ß CNƒEnFh dLßgo rUƒtJ®gKƒ  tn dL∫ek.  

 

gK®Qnah 또는 GnrUßdLßdl gK®tO∂D; rUƒtJ® DMƒ tjaUß DycJ∂gkRh RywK∂dlsk eoflrk TM∂dLßgkSMß rU∂Dn qJœwJ∂ CNƒEn, wktLßd; WH∂Ry 

GbdLƒdlsk D;tL® WNßtn, WH∂Ry vlwJ∂ cKådu ˚hSMß C'dJœ aUßeKåDMƒ  VhgKågKß, Rmfjsk dlrJ†EMƒdpaKß RN®gKßE/wl dKµDMß wJ∂eK∂gKß tkwJ® 

dlDbFh rUƒtJ®gKƒ Tn dL∫ek. 종교적 수련회 cKåduSMß gK®rleK∂ 4tlrKßDMƒ ChR]gotJß dKß E?ßek. 

 

rkWn RyD B ®qJ œ 48980(j) Æ tK∂rl xkeK∂ tkDbEMƒFh rUƒtJ®gKß gK®tO∂DMß vU∂wJå  tK®rKådlsk gK®wJå  tK∂tLƒDMƒ  qK´wl dKµDmau wJ®wJƒgl 
wpRH∂E/SMß rUƒtJ® EH∂dKß SH©cLß AhEMß R]wp aLç xptmXmFMƒ qK´DMƒ rlg/rk wndjwlRh wJ®wJƒgKß rlrKß dKßdp aKßWH®TmfJœrp øM≈akclaUß 

gK®wJåDMƒ  ek qK´DMƒ tn dL∫ek. gK®tO∂dl rUƒtJ®gKß Rm R]AH®d; Rytkrk gK®tO∂dl qJƒCN∂gKƒ R]wpD] RmrJ†DMƒ  D}ßtJ∂gKƒ  tlrKßDMƒ wJ∂gkau 

Rm xpTmXmd] R]wpSMß gK®tO∂dl rUƒtJ® EH∂dKß SH©cLß xpTmxm aLç R]wpD] djSm wJ∂eh EH∂dLƒgksk qKßemtl 똑같은 rJ†dlfkRhSMß 

gKƒ  tn dJ≥ek. 

 

rkWn RyD B ®qJ œ 48260Æ VNƒxkdLå d;AnRyDB®dlsk QhTMœRyDB®DMƒ qK´dkdi gkSMß gK®tO∂Dmfhtj xkeK∂gKß  tkDb dJ≥dl gKß  gK®tksUßdp 

3dLƒ rKß rUƒtJ®gkrjsk ˚hSMß gKß gK®tksUßdp 3qJßdp rJƒcu xkeK∂ gKß tkDb dJ≥dl gKß TndJœdLƒ EH∂dKß 30QNß dltK∂ wlrK®, tndJœ QNƒcKå 

˚hSMß dlrJ†EMƒd; dj˚Jß rUƒgKœ gU∂xofh tndJœdp QNƒcKågkSMß gK®tO∂DMß AneKß rUƒtJ®DmFh rKßWnE/au CNƒtJ®  rKåEH®dlsk RyDB®rKådprp 

QhRhE?ßek. 

 

xkeK ∂gKß tkDbD; rUƒtJ® - RyD B ®qJ œ 48205 

    a)  RyDB®qJœ 48200whdpeh QNƒRngkRh gK®tO∂DMß ekDMåd; rU∂Dn, rUƒtJ®dl gjDY∂E?ßek: 
        1. qKƒqU∂ 

        2. zkDNßxl ˚hSMß tl QhrJßR}ßfl wltldp ˚kFMß rU®fl 

        3. D;Fy, clR], dKßR] ˚hSMß cJ®CnwldKœ clFy  

        4. wL®r[ rkWH® wK∂f[tL® cKåtJ® - rkWn wK∂f[tL®DMß 1dLƒ, xkWn wK∂f[tL®DMß 3dLƒ dlso  

       5. 법으로 규정된 방식으로 qotLåD|ß D;An TngO∂ 

        6. gK®tO∂dl dI∂DB® QnahdLß dkEH∂D; gK®RytlrKß EH∂dKß qKƒqU∂ ˚hSMß D;Fy d[dI® 

        7. gK®Qnah 또는 GnrUßdLßdl gK®tO∂d; rUƒtJ®DMƒ tjaUß DycJ∂gkRh dlFMƒ RywK∂ ˚hSMß 교육위원회에 위해  tpD\wLß      

  dLƒR}ßwJ® VyWNßdp ˚kfk eofldLßdl TM∂dLßgKƒ ˚o qJœwJ∂CNƒEn, wK∂f[tL®  cKåtJ®, wkrl WHN∂RyD; rU∂CN®dLƒ ˚hSMß d[tL®         

  WNßTn, 종교적 수련회, C'dJœ qK®fKåg/ cKådu ˚hSMß qldU∂fleKßcprk wpRH∂gkSMß dLœqJœ ˚hSMß tkqJœ wJƒckdp R}ßgKß     

  RyDB®wJ® G/d; cKåtJ® EM∂DMƒ VhgKå하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 wJ∂eK∂gKß rodLßwJ® TkDb  

 8. 선거 법 12302gK∂dp ˚kfk tJßrj tLƒtlFMƒ D'gKß tJßrjRn aPåqjFhtj QH∂tk 

 9. gK®tO∂D; wL®r[ rkWH®RntJ∂D|ßD; gKß aU∂DmFhtj RyDB®qJœ 49701dp RbwJ∂E?ßeoFh wJßxn wldU® qocl ˚hSMß wJßxn        

  wlD|ßwL®DmFhQnxj GbrkFMƒ qK´dK∫rjsk 귀가한 gUßdU® RNßdLßR] gKå¬p tlrKßDMƒ Qhsorl D'gKß AH®wJ®. QHß ANßwJƒdp ˚kFMß         

  rUƒtJ®DMß RyDB®rKåD; vKßeKßdp ˚kfk rUƒwJ∂E/SMß rlrKß EH∂dKß TM∂dLßE?ßek. 

          b) QHß WhgK∂dp ˚kFMß rUƒtJ®tO∂DMß wJ®wJƒgl wpRH∂E?ƒ  tn dL∫SMß, rUƒtJ® EH∂dKß SHN©cLß AhEMß R]wp aLç  xptmXmFMƒ           

 D}ßtJ∂gkEhFH®  gjDY∂E/au wJ®wJƒgKß tlrKß sodp aKßWH®TmfJœrp D}ßtJ∂E?ƒ rU∂Dn, D}ßwJß ZmfpEL†DMƒ qK´SMßek. gK®tO∂dl                 

 rUƒtJ®gKß gK®R]AH® RytkSMß gK®tO∂dl rUƒtJ®  EH∂dKßdp SH©cLß xpTmXm aLç R]wpD] wJ®wJƒgkrp EH∂EM∂gKß Rmfjsk EH∂dLƒgKƒ        

 vLƒdySMß dJ≥SMß xpTmXm aLç R]wpFMƒ rUƒwJ∂gKßek. 

     c)  종교적 수련회 cKåtJ®DMß gK®rleK∂ 4tlrKßDMƒ ChR]gotJß dKß E?ßek. 

     d) QHß WhgK∂dp ˚kFMß rUƒtJ®DMß dLƒdLƒ CNƒtJ®FBƒ r[tKß tlD; rUƒtJ®DmFh rKßwne/au Wn wJ∂Qnrk qoeK∂gkSMß wlQNƒdO®R] 

 AnR}ßgkek. 

     e)  QHß  WhgK∂dp tkDY∂E?ß “wL®r[rkWH®” dlfKß “vlRhDYH∂dLß”DMß ”gK®tO∂”DMƒ wlcL∂gKßekSMß rJ† D/dp 45194Whdp RbwJ∂E?ß D;alD]    
 EH∂dLƒgk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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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카메라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모든 학교에 보안 카메라가 있다. 이 카메라의 주된 목적은 안전을 위하여 학교 주위를 감시하는 것이며, 

일부 카메라는 내부에 설치되 있다. 녹음된 내용은 징계 절차에 사용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안 카메라에 포착된 내용은 지역 

법 집행기관에 제공될 수도 있다  

 

학생 품행 

GyDBƒwJ®  gK®dJœDMß dKßwJßgkRh QhdKßE?ß, RmflRh vU∂G]FhDNß G}ßrU∂dJ≥dlSMß QNƒrkSM∂gkek. 학교 환경은 VH®fU®, Anrl, vUßrUß ˚hSMß 

gK®eoFMƒ 용납할 수 없다. gK®tO∂DMß wktLßD; gO∂EH∂dp eogo cO®dLåwudi gKßek. wksu gK®RyD; RbcL®EMƒDMƒ  dL®glEhFH® gKßek. dkfoSMß 

gK®tO∂ VNågO∂DMƒ RbwpgkSMß rkWn qJœ  aLç  RMƒfPßepdLƒ XH∂gKœRyDB®Rn qK∂cLå 및 규정의 dLƒQndlek.  

 

gK®tO ∂ cO®dL å QnR] D;An(rkwn RyD B ®qJ œ 44807gK ∂ ) ahEMß Rytk·gO∂wJ∂R}ßDMß gK®tO∂EMƒdl RywJ∂dp dL∫SMß EH∂dKß, EM∂⋅gkRY†rLƒdp, 
wJåtLåtlrKß  EH∂dKß, RywJ∂ dKßvK®®dptj, gK®Ry GnD|ß gO∂tk cKådu D}∂QH® EH∂dKß RmEMƒD; gO∂EH∂dp eogo cO®dLåwlEhFH® gKßek. gK®QnAhSMß 

AhEMß  RMƒfPßepdLƒ  gK®RyEMƒdptj VNågO∂ RbcL®DMƒ qK´dkQHƒ Tn dL∫ek (qJœwJ® cKåWhÆ RyDB®qJœ 48900, 48900.2, 48900.3, 48900.4, 

48900.7gK∂) 

 

gO∂wJ∂R}ßDMß RyDB®RnD; gK®tO∂, Rytk, wL®D|ß aLç·˚hSMß gO∂wJ∂R}ßEMƒD; GNßDB®, RyDB®G}ßrU∂, dKßwJß ˚hSMß wJßqKßwJ® dKßsU∂dp eogKß 

wL®wJœwJ®dlRh QnwJ∂wJ®dLß rUƒR]FMƒ Chfogkrjsk ˚hSMß tLårK®gKß D'gUœDMƒ WnSMß RywJ∂ qK®® ˚hSMß gK®RyG}ƒEH∂dptj qKƒtO∂gkSMß gK®tO∂ 

qlgO∂dp eogKß wJ∂Qhrk dLœTnE/aUß wJ®wJƒgKß Whcl(wJ∂gK®  ˚hSMß X/gK®)FMƒ C'gKƒ  tn dL∫ek. 

 

gK®tO ∂  cO®dL å (가주  RyD B ®qJ œ 48908 aLç 5 CCR 300)Æ AhEMß gK®tO∂EMƒDMß wJ∂rlwJ®DmFh wJ∂tldp EM∂RygkRh, gK®Ry 

RbwJ∂DMƒ  WNßtngkRh, Rytkd] rlxk R|ßD'dLßd; ahEMß wltldp eogo tLßTH®gl QH®WH∂gkRh, gK®dJœdp  aowLßgkRh, RytkD] rlxk 

R|ßD'dLßDMƒ WHßWN∂gkRh, RMœDndp eogo cLßwJƒR] d[d;FMƒ Qhdlau tLßtJ∂AhEH®dj, qlTH®dj tkDY∂DMƒ tKårkgKßek. 
 
gK®tO ∂ TntO® (R M ƒfPßepdLƒ X H ∂gKœRyD B ®Rn qK ∂cLå 5145.12)Æ gK®Ry dLßtkSMß qJœdl gjDY∂gKƒ ˚oakek ˚hSMß TntO®DMƒ  XH∂go 

gK®tO∂dl qJœDMƒ D'qKßgkrjsk RyDB®Rnsk gK®RyD; RbcL®DMƒ D'qKßgO∫ekSMß WM∂rjFMƒ G}®QhgKƒaKß gKß  xkeK∂gKß D;tLådl dL∫SMß rU∂dn, gK®tO∂ 

rodLßR] wkEH∂ckFMƒ VhgKågkdu  RmD; ThDbANƒDMƒ tntO®gKƒ Tn dL∫ek. 

 

durldpSMß 휴대폰 wJ∂Qh, xP®TmXm aptlwl aLç dlalwldp eogKß TntO®dl VhgKåE?ßek. DHßfkdLß dI®wk R/FHœglrl aLç 

DHßfkdLß  tJ∂G;FH∂DMß DY∂sKœE/wl dKµSMßek. gK®QnAhSMß wksuD; 휴대폰 tK∂D; QNƒqJœwJ®dLƒ tn dL∫SMß dlalwl aLç xP®TmXm aptlwldp eogo 

dKƒRh dL∫DMƒ  vLƒdyrk dL∫Dmau Rm D'qJœ gO∂D'FMƒ aJåCnrp gKƒ wJ®wJƒgKß WhclFMƒ C'godi gKßek. 

 

RMåwlVNå qKßdLœ qK∂wlFMƒ D'go fK®zj aLç gK®RMœdp eogKß AnwK®D' TntO®dl tLƒtlE?ƒ  tn dL∫Dmau TntO®rUß aLç·˚hSMß RMåTH® xKåwlrlrk 

tkDYH∂E?ƒ  tnEh dL∫ek. 

 

Anrl(R M ƒfP ßepdLƒ X H ∂gKœRyD B ®Rn qK ∂cLå 5131.7)Æ rkwn aLç  RMƒfPßepdLƒ XH∂gKœRyDB®RnSMß dKßwJßgKß RyDB® G}ßrU∂ Dbwlrk rkwK∂ 

WN∂DygkekRh aL´Dmau AhEMß WH∂FbD; G]rl, zKƒ, VH®qKƒANƒ 또는 vpvj Tmvmfpdl, c/fn rkTm aLç fpdlwj VhdLßxj를 포함하여 rlxk 

D'gJåANƒEMƒd; thwlSMß QNƒqJœdlek. 

 

wJßwkrlrl Thwl aLç tkD Y ∂ (rkwn RyD B ®qJ œ 48901.5 및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방침 5131)Æ gK®tO∂DMß tndJœdLƒ 

EH∂dKß. gK®Ry GnD|ß G}ƒEH∂ cKådu EH∂dKß, ˚hSMß 교육구 직원D; XH∂wp, rKåEH® gkdp dL∫SMß EH∂dKß 휴대폰, TmakXmVHß, fOœxKœ  zJåVbxj, 

xoQMƒfL† rlrl ˚hSMß rlxk zjAbslzpdltUß wK∂qlrK≈DMß wJßwk rlrlD; RywJ∂ so thwlrk gjDYH∂E?ßek. wJßwk rlrlSMß RywK∂ vKßeKßdp 

˚kFMß gK®Ry R}ßfUß qltK∂tl(d[Æ RywJ∂ v[T‘, wlwLß  ˚hSMß RmD] rK≈DMß tkrJßD; qKƒtO∂) ˚hSMß rJßrK∂ tK∂d; dlDbFh tkDY∂E?ƒ  tn dL∫ek.  

 

tndJœdLƒ ˚hSMß rlxk gK®Ry G}ƒEH∂ EH∂dKß dlfjgKß rlrlD; QnwJ®wJƒgKß tkDHY∂DMß gK®Ry G}ƒEH∂D; qK∂goFh rKßWnE/au wL∂r[Whclrk ˚kFmrp 

E?ßek. gK®RyG}ƒEH∂DMƒ  qK∂gogkSMß wJßwkrlrlSMß gO∂wJ∂R}ß  ˚hSMß eoflD; wofI∂dp ˚kfk dKœTnEHLƒ Tn dL∫Dmau gK®tO∂d; QnAhsk 

GnrUßdLßdprp XHN∂Rhe/Rh gK®Ryrk øM≈sKƒ ˚o gK®QnAh·GnrUßdLß ˚hSMß gK®tO∂dprp EHƒfuWNßek. RyDB®RnSMß dlfjgKß ANƒVNåEMƒD; vkTHß, QNßtLƒ 

˚hSMß EhsK_ßdp eogo cO®dLåwlwl dKµSMßek. 

 

약자  괴롭히기  신고  절차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방침  5131) : 학생들은 자신이 약자 괴롭히기를 당하거나 또는 다른 학생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학교 교직원에게 알릴 것이 권장된다. 또한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학생들이 비밀이 유지되며 익명으로 
협박이나 사고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약자 괴롭히기를 목격한 학교 교직원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사고를 중지시키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 (교육법 234.1)  학생들은 그들이 약자 괴롭히기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한 불만제기를 교사 또는 
행정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약자 괴롭히기에 대한 불만제기는 학교 차원의 불만 신고 절차에 준하여 조사되고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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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방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청소년  사망 원인의 주요인이 자살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 문제를 심각히 다룬다. 
자살 행위와 이것이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예방책과 중재 절차를 
수립한다.  
 

정학 및 퇴학 (가주 교육법 48900 )Æ gK®tO∂DMß RyDB®rKå ˚hSMß Rmrk EM∂FH®E/dj dL∫SMß gK®RyD; RywK∂dl dkfo (a)Qnxj (r)¬kwlD; 
gK∂AH®dp wJ∂D; E?ß dj˚Jß gO∂D'FMƒ Rmrk qJågO∫ekRh vKßwJ∂gkwl dKµSMß dltK∂ gK®RyFhQnxj wJ∂gK®E/rjsk X/gK® R|ßRhFMƒ qK´DMƒ  Tn dJ≥ek:  
 (a) (1) xkdLßdp tLßcptK∂goFMƒ rkgkrjsk tlEhgkrjsk gUœqK®gKå.  

   (2) wJ∂eK∂qK∂D'D; rU∂DnFMƒ wpD/gkRh xkdLßdp Rhd;wJ®DmFh D}ßfU®dlsk VH®fU®DMƒ tkDY∂gKå. 

 (b)  gK®tO∂dl CH∂rl, zKƒ, VH®qKƒANƒ ˚hSMß  rlxk D'gJåANƒ rkDNßep dj˚Jß  rJ†DMƒ gK®RyD; DbwkrU® wL®D|ßDmfhQnxj gjrktjFMƒ           

   qKƒQnqK´Rh RmrJ†DMƒ RywK∂dlsk RmD; eoflrk TM∂dLßgkdu ThwlgkSMß rU∂DnFMƒ wpD/gkRh tK∂rl AnƒrJßEMƒDMƒ Thwl, vKßao          

   ˚hSMß RH∂RMœgKå 

          (c)    QhrJß aLç dKßwJßqJœ 10qn 2wK∂(11053Wh dlgk)dp dUƒrjE?ß XH∂wpANƒwLƒ,dKƒZhGHƒtJ∂  DMåfy ˚hSMß AhEMß  WH∂FbD; akC'            

   ANƒwLƒEMƒD; qlgKœqJœwJ®  Thwl, tkDY∂, vKßao, RH∂RMœ  ̊ hSMß dU∂gI∂gkdp dL∫dJ∫DMå. 

          (d)  QhrJß aLç dKßwJßqJœ 10qn 2wK∂(11053Wh dlgk)dp dUƒrjE?ß XH∂wpANƒwLƒ, dKƒZhGHƒtJ∂  DMåfy ˚hSMß 모든 WH∂FbD; akC'         

   AnƒwLƒEMƒDMƒ qlgKœqJœwJ®DmFh  wpRH∂, vKßao dKƒtJß ˚hSMß gUœtK∂DMƒ gkRhsktj xkdLßdprp ekFMß dO®cp, ANƒwLƒ  ˚hSMß ANƒrJßDMƒ              

   RmrJ†EMƒdl XH∂wpE?ß ANƒwLƒ, dKƒZhGHƒtJ∂ DMåFy ˚hSMß akC' ANƒwLƒdLßdI∂ vKßao, wJßeKƒ ˚hSMß RH∂RMœgKå. 

        (e)      wJƒEh ˚hSMß  cK®C'FMƒ qJågkrjsk tlEhgKå.   
        (f)    gK®Ry ˚hSMß rodLß ThDbANƒDMƒ vkTHßgkrjsk tlEhgKå. 
        (g)     gK®Ry ˚hSMß rodLß ThDbANƒDMƒ wJƒehgkrjsk tlEhgKå. 
        (h) eKåqo ˚hSMß R|ßfUß, duTH∂fUß, alsl duTH∂fUß, ZMƒFhQm R|ßfUß, andUßeKåqo, TmsjVm, …LœSMß eKåqoaLç  qpxPƒDMƒ VhgKågKß,          

   Rmfjsk dlrJ†EMƒ dpaKß RN®gKßE/wl dKµDMß  XhqoZh ˚hSMß slZhxLßdl gKådbE?ß  wpVNåDMƒ Thwl 또는 tkDY∂gKå. Rmfjsk dl        

   gK∂AH®DMß gK®tO∂D; D;tkrk cjqK∂gKß ANƒVNåD; Thwlsk tkDY∂DMƒ RMågkwlSMß dKµDMå. 

          (i)      DMåfKß gO∂D'FMƒ gkrjsk TMœR}ßwJ®dmfh tLßtJ∂AhEH®dj ˚hSMß qlTH®djFMƒ tkDY∂gKå. 
 (j)   QhrJß aLç dKßwJßqJœ 11014.5Whdp wJ∂d;E?ß dj˚Jß WH∂Fbd; akdI®tkDY∂ EhRnFMƒ QNƒqJœwJ®DmFh Thwl,  wpRH∂, vKßao dKƒtJß          

   ˚hSMß gUœtK∂gKå.  
        (k)  (1)   학교 활동 방해 또는 수퍼바이저, 교사, 행정관, 학교 경찰, 또는 직무수행 중의 기타 학교 인사의         

        정당한 권위에 고의적으로 도전함.  

      (2) 제 48910에 규정된 경우의 예외로, 유치원 또는 모든 1-3 학년에 등록된 학생은 이 조항에 열거된            

        어떤 행위로 인해 정학되지 않으며, 이 조항은 유치원 또는 1-12학년에 등록된 학생들에 대해          

        퇴학이 권고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본 문단은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시행, 삭제 또는  해당        

        날짜를 연장하도록 차후 법제화되지 않는 한 2018년 7월 1일에 무효화 된다.  

         (l)   dKƒaUßtjEh gK®Rysk rodLßD; EhsKß VNåDMƒ TnC'gKå. 

        (m)   ahWh CH∂rlD; thwl. QHß gK∂AH®dptj ahWh CH∂rlfKß Rm D/R}ßdl rlWHßD; tLƒwp G]rlD] aoDn Dbtkgkdu QhXH∂ tkfKådl        
   RmrJ†DMƒ qhRh tLƒwp CH∂rlFh Dhgozp gkSMß AhWhVNåDMƒ D;algKå. 

        (n) gU∂qJœ 261, 266c, 286, 288, 288a ˚hSMß 289gK∂dp RbwJ∂E? ß tJ∂VH®gO∂DMƒ qJågO∫rjsk tlEhgKå ˚hSMß gU∂qJœ 243.4gK∂dp            
   RbwJ∂E?ß  tJ∂wJ® RnxkFMƒ qJågKå. 

        (o) gK®RyD; GNßDB® wL∂r[wJƒckdp dL∫djtj vlgoFMƒ RhqKƒgkSMß WM∂dLß ˚hSMß WM∂dLß gK®tO∂DMƒ Rmrk WM∂dJß  AH†gkEhFH®, ˚hSMß Rm         

   gK®tO∂D; WM∂dJßdp eogKß qhQH®D; D;Ehfh, ˚hSMß Rm AhEMß dI∂¨H®D; dlDbFh RmFMƒ R/FHœglrjsk gUœqK®gkrjsk D'gUœgKå. 

 (p)  cjqK∂dI® SOMA (dlD}ß·wLßXH∂wp)DMƒ QNƒqJœwJ®DmFh wpRH∂gkrjsk vKßaogkrjsk vKßao dKƒtJß ˚hSMß gUœtK∂gKå,  
         (q)  xk gK®tO∂DMƒ R/FHœglrjsk R/FHœglfuRh tlEhgKå. QHß  gK∂AH®dptj R/FHœgLådlfKß RyDB®rlR}ßdp D;go RH∂tL®wJ®DmFh dLßwJ∂E/dJ∫EMß      
   dkslEMß gK®tO∂eKßcp ˚hSMß WhwL®dptj tLßdLœ tLßRhtL® ˚hSMß d[ql tLßdLœ tLßRhtL®D; TneKßDmFh gO∂gowlSMß  gO∂D'FMƒ aKƒgkau 

   R]rj, gUßwo ˚hSMß alfoD; gK®tO∂dprp tLåtLßd; tK∂go, cK∂vl ˚hSMß RNMƒDYH®DMƒ dirltlzlSMß tLårK®gKß tLßcp ˚hSMß wJ∂tLßwJ®       

   goFMƒ ChfogKƒ tn dL∫ek. QHß gK∂AH®D; R/FHœgLådpSMß TmVhCm gO∂tk ˚hSMß gK®Ry GnD|ß gO∂tkSMß VhgKåE/wl dKµ SMßek.  

   (r)  약자 괴롭히기 gO∂d'. dl gK∂AH®dptj DHY∂djD; D;alSMß ekDMåR] rK≈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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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자 괴롭히기”fKß RMƒ ˚hSMß wJßwkrlrlFMƒ XH∂gKß eog]FMƒ VhgKågkdu, RmflRh 48900.2, 48900.3 ˚hSMß 48900.4dp        
   RbwJ∂E?ß eoFh gKß  gK®tO∂ ˚hSMß gK®tO∂ RmFNœdp d;go gO∂gowLß gksk ˚hSMß Rm dltK∂d; gO∂d'FMƒ VhgKågkdu dkfoD; gksk 

   ˚hSMß Rm dltK∂d; rUƒR]FMƒ rkwu Dhrjsk rkwuDHƒ Tn dL∫SMß tLårK®gKß ˚hSMß aKßdUßwJ® tLßcp ˚hSMß RnEnwJ® gO∂d'FMƒ        

   D;algKßek. 

        A. DHßeK∂gKß gK®tO∂(EMƒ)dl RmD; tLßcp ˚hSMß ANƒrJßdl goFMƒ qK´SMßekSMß EnfuDNåDMƒ  갖게 한다.  

   B. DHßeK∂gKß  gK®tO∂D; tLßcp ˚hSMß wJ∂tLßwJ® rJßrK∂dp tK∂eK∂gKß goFMƒ ¬lcLßek. 
   C. DHßeK∂gKß  gK®tO∂D; gK®dJœ tngO∂dp tK∂eK∂gKß wlwK∂DMƒ ¬lcLßek. 
   D. DHßeK∂gKß  gK®tO∂Dl gK®Ryrk wpRH∂gkSMß tjqltm, G}ƒEH∂ ˚hSMß XM®R|ßdp cKådugkrjsk g[xO®DMƒ 받는데 tK∂eK∂gKß wlwK∂DMƒ               

     ¬lcLßek.  

  2. (A) “wJßwk  gO∂d'“fKß wJßg], tPƒVHß, rlxk AntJß eoG]rl, zJåVbxj ˚hSMß vpdlwj EM∂DMƒ VhgKågKß wJßwkrlrlFMƒ XH∂gKß                        
   dkfoD] rK≈DMß zjAbslzpdltUßd; wJßeKƒDM ƒ D;algKßek. 

     (i) 메시지, 텍스트, 소리, 이미지 또는 비디오 

     (ii)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만 제한되지 않는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웹사이트 상의 게시물  

              (I)  burn pagedp rptlgkrjsk RmfJß  vpdlwl aKßEMƒrl. “Burn Page”fKß 1gK∂dp dUƒrjE?ß rJ† wN∂ gksk ˚hSMß      
       Rm dltK∂D; GyR]FMƒ 얻기 위해 만들어진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한다.  
               (II)  1gK∂dp dUƒrjE?ß rJ† WN∂ gksk ˚hSMß Rm dltK∂D; GyR]FMƒ dJ´rl 위go tLƒwp ekFMß gK®tO∂d; RmfJƒEM†gKß          

       rktK∂DMƒ  aKßEMßek. “RmfJƒEM†gKß  rktK∂”dlfKß gKß  gK®tO∂DMƒ D}∂˚ktlzLƒ AH®wJ®Dmfh D;EhwJ®Dmfh EH∂d;dJ≥dl     

       RmFMƒ ahqK∂gkdu xk gK®tO∂EMƒdl Rm gK®tO∂dl aKßEMƒdjwLß rktK∂D; gK®tO∂dlfkRh aL´dJ∫rjsk aL´rp gkSMß                

       rJ†dlek. 

        (III) 1gK∂dp dUƒrjE?ß rJ† WN∂ gksk ˚hSMß Rm dltK∂D; GyR]FMƒ dJ´rl 위해 rjwL† 프로파일을 만든 학생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다른 학생의 유사성 또는 특성을 사용하는 VmFhvkdLƒDMƒ D;algKßek. 

         (B) (1) aLç (A)gK∂dpEh QNƒRngkRh wJßwkwJ®  gO∂위SMß eKßwl RmrJ†dl dLßxjsP†DMƒ XH∂go wJßeKƒE/dJ∫ekrjsk gUßwo dLßxjsP†dp 

     rptle/dj dL∫ekgkdu aKßdUßgkSMß 행위가 되지 않는다.   

       3.  “DHßeK∂gKß gK®tO∂”dlfKß wkrl dUßfU∂eoD; tkfKåD; gO∂위dp dL∫djtj vU∂RBßwJ®dLß qofu, SM∂fU® 및 vKßeKßfU®DMƒ QhdlSMß                

   d[D/wJ®dLß  vLƒDyFMƒ rkwLß gK®tO∂ ˚hSMß d[D/wJ®dLß  vLƒDyFMƒ rkwLß rK≈DMß dUßfU∂D; gK®tO∂DMƒ VhgKågksk dlEMƒdpaKß        

   RN®gKßE/SMß rJ†DMß dkslek   

 (s)   gK®tO∂D; gO∂EH∂dl RyDB®rKådlsk RywK∂D; R}ßgKƒgkdp dL∫SMß gK®Ry so ˚hSMß xk RyDB®Rn sodptj dLƒdjskSMß gK®Ry G}ƒEH∂ ˚hSMß 
    gK®Ry CNƒtJ®R] R}ßfUßE/wl dKµSMß dltK∂ QHß gK∂dp dUƒrjE?ß dj˚Jß gO∂EH∂EMƒdp eogotjEh gK®tO∂DMß wJ∂gK®dlsk X/gK®E?ƒ Tn           

    dJ≥ek. gK®tO∂DMß QHß gK∂dp dUƒrje/Rh dkfo tlrKß EH∂dKßdp dLƒdjskSMß, Rmfjsk dl tlrKßEMƒdpaKß gKßwJ∂E/wl dKµDMß, gK®Ry 

    G}ƒEH∂dlsk CNƒtJ®R] dUßR}ßE?ß  dj˚Jß gO∂EH∂EMƒdp eogotj wJ∂gK®  ̊ hSMß X/gK®DMƒ  qK´DMƒ tn dL∫ek.      

        1.  gK®Ry DNßEH∂wK∂dp dL∫SMß EH∂dKß 

         2.  EM∂⋅ gkRY†rLƒ EH∂dKß 

    3.  RywJ∂  안밖dptjD; wJåtLåtlrKß EH∂dKß 

         4.  gK®Ry GnD|ß gO∂tk cKådu ˚hSMß Rm RH†dp dhrkSMß EH∂dKß 

  (t)      gU∂qJœ wp 31Whdp RbwJ∂E? ß eoFh xkdLßdp eogKß tLßcptK∂go, ˚hSMß tlEhFMƒ Ehd]Wnrjsk RytkgkSMß gK®tO∂DMß QHß  gK∂dp      
    ˚kfk X/gK®DMß dkslfkEh wJ∂gK®E?ƒ tn dL∫ek. Rmfjsk G;tO∂wkrk ZMß  tLßcptK∂goFMƒ dLœDMß tLßcp VH®fU® qJåW/D; QhWhwk        

    ˚hSMß RytkwkFhtj cJ∂thsUß qJœwJ∂dp D;go vKßwJ∂qK´DMß gK®tO∂DMß (a) gK∂dp ˚kfk wL∂r[E?ßek. 
  (u)  QHß gK∂dp dJßRMœE/SMß gK®Ry wktKßdpSMß wJßwk tjFb aLç  epdlxk qpdlTmrk VhgKåE/au dlrJ†dpaKß RN®gKßE/SMß 것은                  

    아니다.   

   (v)  RyDB®rKådlsk RywK∂DMß wktLßd; vKßeKßdp ˚kfk QHß  gK∂dp D;rjgkdu wL∂r[ qK´SMß gK®tO∂dprp wJ∂gK®dlsk X/gK® eotLß       

    dUßfU∂dp wJ®gKœgkau RyDB®qJœ 48900.5dp aU∂tlE?ß gK®tO∂d; qlgO∂DMƒ ekFnRh RywJ∂gkEhFH® akfUßE?ß eodKßDMƒ wpRH∂gKƒ             

    Tn dL∫ek.  

    (w) dLœqJœD; C'wlSMß AneKßrUƒtJ®, wlrK® ˚hSMß gK®RyG}ƒEH∂dp QNƒcKågkSMß gK®tO∂dp eogo wJ∂gK® ˚hSMß X/gK®D; eodKßDMƒ             

    QnR]gkSMß rJ†dl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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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Wn RyD B ®qJ œ 48900.2wh  

      48900whdp aU∂tlE?ß dlDbdp Cnrkgkdu gK®tO∂DMß RyDB®rKå ˚hSMß Rmrk EM∂FH®E/dj dL∫SMß gK®Ryd; RywK∂dl Rmrk 212.5Whdp 

 wJ∂D;E?ß tJ∂G;FH∂DMƒ qJågO∫ekRh vKßeKßgkaUß wJ∂gK®E/rjsk x/gK®dl R|ßRhE?ƒ  Tn dL∫ek. QHß cOœxjD; AH®wJ®tK∂ 212.5whdp 

 tJƒaU∂E?ß gO∂위SMß g;tO∂wkdprp RmD; gK®dJœTngO∂dp QnwJ∂wJ®  dU∂gI∂DMƒ alclrjsk 위gUœwJ®dlRh wJ®eowJ®dlRh ˚hSMß QNƒZ‘gKß 

 RyDB® G}ßrU∂DMƒ WhtJ∂gKƒ wJ∂EhFh tLårK®gKƒ Tn dL∫dmAmfh rK≈DMß tJ∂qUƒD; QNßqUƒdL∫SMß tkfKådp d;go ekfndjwudi gKßek. 

 QHß gK∂DMß DbclD|ßtO∂ aLç 1-3gK®sUßtO∂dprpSMß wJ®DYH∂e/wl dKµSMßek. 

 

rkWn RyD B ®qJ œ 48900.3wh  

     48900 aLç 48900.2whdp aU∂tlE?ß RMßrjdp Cnrkgkdu 4-12gK®sUßtO∂DMß RyDB®rKå ˚hSMß Rmrk EM∂FH®E/dj dL∫SMß gK®Ryd;

 RywK∂dl Rmrk 233Wh  (e)gK∂dp wJ∂D;E?ß eofh WM∂dhqJåW/FMƒ dbqKƒ, tleh, gUœqK® ˚hSMß cKådugO∫ekRh vKßeKßgkaUß wJ∂gK®E/rjsk 
 x/gK®dl R|ßRhE?ƒ  Tn dL∫ek.  

 

rkWn RyD B ®qJ œ 48900.4wh  

     48900 aLç 48900.2whdp aU∂tlE?ß RMßrjdp Cnrkgkdu 4-12gK®sUßtO∂DMß RyDB®rKå ˚hSMß Rmrk EM∂FH®E/dj dL∫SMß gK®Ryd; RywK∂dl 

 Rmrk RywL®D|ßdlsk gK®tO∂EMƒdprp 위gUœwJ® ˚hSMß wJ®eowJ®  RyDB®G}ßrU∂DMƒ WhtJ∂gkdu tLƒwLƒwJ®DmFh gK®dJœDMƒ  qK∂gogkRh tK∂eK∂gKß 

 AnwLƒtjFMƒ ChfogkRh RywL®D|ßdlsk gK®tO∂EMƒD; R|ßflFMƒ cLågogkSMß tLƒwpwJ®dlRh tK∂eK∂gl rleoE?ß GyR]FMƒ rkwuDHƒ wJ∂ehFh 

 tLårK®gKß R/FHœgLå, gUœqK® ˚hSMß 위gUœ gO∂위FMƒ D;EhwJ®DmFh qJågO∫ekRh vKßeKßgkaUß wJ∂gK®E/rjsk x/gK®dl R|ßRhE?ƒ  Tn dL∫ek.  

 

rkWn RyD B ®qJ œ 48900.5wh  

 (a) 48922.2Whdp tJƒaU∂E?ß qkD] rK≈dl rKåEH®E?ß  wJ∂gK®DMƒ VhgKågkdu wJ∂gK®DMß wJ®wJƒgKß gO∂위FMƒ rkwuDhrl 위gKß rlxk RywJ∂     

  tneKßdl tLƒvogKß rU∂dndp gKßgkdu QnR]E?ßek. RyDB®RnSMß tkDHY∂E?ß ekFMß RywJ∂ TneKßEMƒdp R}ßgKß tjFbFMƒ wK®tJ∂gkdu gK®tO∂      

  rlFH®Qndp QhR}ßgKƒ Tn dL∫Dmau RmrJ†DMß 49069Whdp ˚kfk wJœRMßdl rkSM∂gkek.Rmfjsk gK®tO∂DMß 56026Whdp tJƒaU∂E?ßeoFh        

  RywK∂ ˚hSMß RyDB®rKådl d[d/wJ® vLƒDyFMƒ rkwLß gK®tO∂DMƒ Rmrk 48900WhD; (a), (b), (c), (d), ˚hSMß (e)gK∂DMƒ qJågO∫rjsk Rmd;       
  WHßwork xkdLßdp  위gJådl E?ßekRh rUƒwJ∂gKƒ rU∂dn cJ† 위qKßtl 48900Whdp tJƒaU∂E?ß dj˚Jß dlDbFh dLßgo alRN® dUßqK∂     

  qJœwJß xkdlXMƒ 20D; 1415Whdp ˚kfk wJ∂gK®E?ƒ  tn dL∫ek. 

 (b) rlxk RywJ∂ TneKßdpSMß ekDMå rJ†EMƒdl vhgKåE/sk dlrJ†EMƒdpaKß RN®gKßE/SMß rJ†DMß dkslek.  

           (1) RyD|ß, gK®QnAh·GnrUßdLß aLç  gK®tO∂ rKßd; aUßeKå  

           (2)  zpdlTm R}ßfl aLç tK∂eKåDMƒ 위go gK®Ry zkDNßMTMƒfj, tLåflgK®wk, tkG/ QH®wltk, dkEH∂ QH®wltk ˚hSMß rlxk             

   gK®RywlD|ß tjqlTmdLß thro 

          (3)  gK®tO∂ aLç gK®QnahD] gUœEH∂DmFh gO∂EH∂DMƒ vU∂rkgkRh gO∂EH∂ ANßwpFMƒ ekFNƒ roqUƒ r[G?®dKßDMƒ TnfLœgkRh          

   tLƒgO_∂gKƒ dUßRnxLå, wlEhxLå, wkD|ßxLå ˚hSMß rlxk WN∂wo R}ßfUßxLå 

           (4)  roqUƒRyDB® VmFhRmfOå wK®tJ∂ AH®wJ®DMƒ 위go ˚hSMß1973sUßd; dUßqK∂ woG}ƒqJœ(29 U.C.S. 794(a) cKåWh)d;          
   504whdp Wnßgkdu coxO®E?ß r[G?®dKßDMƒ VhgKågKß VhR}ƒwJ® tLåfl ˚hSMß RyDB®tLåfl vU∂rk D;F/ 

           (5)  cLßtkG/wJ®  gO∂EH∂  ˚hSMß QNßsh R}ßflFMƒ rkFmclSMß VmFhRmfOå EM∂FH® 

  (6)  wJ∂d; G/QH® VmFhRmfOå cKådu 

  (7)  RywJ∂dptj TndJœdLƒ EN∂dKß tLƒtlgkSMß eKßr[wJ® WN∂woFh RM∂wJ∂wJ® gO∂EH∂ wlD|ß wJœRMß 

           (8)  XM®wJ∂  gO∂EH∂ ANßwpFMƒ ekFnSMß qK∂R]Gn VmFhRmfOå ˚hSMß gK®tO∂DMƒ RM∂wJ∂wJ® G}ƒEH∂ aLç gO∂EH∂dp ShCNƒ tlzLßek.            

   durldpSMß wldU® aLç zjAbslxl eKßcpd] gUœWhgkdp DNßdU∂E/SMß rJ†EMƒdl VhgKåE/sk dlEMƒdpaKß RM®gKße/SMß         

   rJ†DMß dkslek. 

           (9)   48900.6whdp tJƒaU∂E?ß eodKß rkDNßep gksk 

 

rkWn RyD B ®qJ œ 48900.7wh  

 (a) 48900, 48900.2, 48900.3 aLç 48900.4whdp aU∂tlE?ß dlDbdp Cnrkgkdu gK®tO∂DMß RyDB®rKå ˚hSMß Rmrk EM∂FH®E/dj         

  dL∫SMß gK®Ryd; RywK∂dl Rmrk RywL®D|ß dlsk gK®Ry wotKß, ˚hSMß Rm AhEndp eogo xpfj 위협DMƒ rkgO∫ekRh vKßeKßgkaUß        

  wJ∂gK®E/rjsk x/gK®dl R|ßRhE?ƒ  Tn dL∫ek.  

  (b) QHß  gK∂d; dlgoFMƒ 위go “xpfj 위gUœ”dpSMß tjaUßDmFhEMß RnEnFhEMß tJ∂aU∂ qKƒVyrk VhgKåE/SMßep RmrJ†DMƒ qlFH® tLƒgO∂gKƒ       
  D;Ehrk dJ≥ekRh gkejfkeh RmrJ†dl 위gUœDmFhtj qK´dkEMƒduwlrp gkfuSMß RncpwJ® d;Eh gkdp wN®DMå,xkdLßdp eogKß         

  tLågKß tLßcptK∂go ˚hSMß $1,000dltK∂d; wotKß vkTHßDMƒ chfogkSMß qJågO∂DMƒ gO∂gkrO∫ekSMß D;EhwJ® 위gUœDMƒ gkSMß tkfKådp             

  D;gKß rJ†dLßep RmrJ†DMß vyaUßtK∂, RmflRh Rm tJ∂aU∂dl qKƒVyE/SMß tK∂G}∂gkdptj RmrJ†dl aodn aU∂FygkRh anWhrJßwJ®dlRh            

  WM®rK®wJ®dldjtj 위gUœ eotK∂dprp xpfj AH®wJ®D; WN∂eotJ∂ RmflRh 위gUœd; WM®rK®wJ® tLƒgO∂ rkSM∂tJ∂DMƒ wJßeKƒgkdu Rmrk            

  wktLßdlsk rkwH®d; dKßwJß ˚hSMß gK®Ry, wkrl rodLßdlsk rkWH®D; wotKß QhGhdp eogo wlTH®wJ®DmFh EnfuDNådp tkFhwKœglrp  

  gKß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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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PBIS)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정학에 대한 대체로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을 장려한다.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은 

모든 학생이 존중하며 책임있는 그리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지원하는 행동들을 배우고 연습을 돕도록 전교 및 학급 

전략들을 사용하는 데 집중한다. 캠퍼스에서 학생과 모든 성인들 간의 견고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본 

계획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다.  

 

양육권에 관한 법 통고  

캘리포니아 법(가족법 3010) 하에, 각 부/모는 자신의 자녀 양육권에 대해 동등한 권리가 있다. 이는 가족법 

3010 항을 준수하는 글렌데일 교육구의 방침에 따르면 어느부/모 누구라도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학교에서 

아동을 데려가거나 또는 아동의 건강, 교육 및 안녕에 관해 결정할 수 있다.  

 

가족법 3025 항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관계된 학교 기록들에 대한 접근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부/모 중 누구라도 학교가 소지한 의료 기록을 포함하여 자녀의 학교 

기록들을 보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법원이 아동 방문 또는 양육 및/또는 아동에 관한 정보 접근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한 경우, 각 자녀의 학교에 판독이 

가능한 도장이 찍힌 법정 명령서, 판사가 서명한 사본을 즉시 제공하는 것은 양 부/모의 책임이다. 법정 명령서의 

사본은 명령을 내린 법원 사무실에서 얻을수 있다.  

 

서명된 법정 명령서의 확인없이 한쪽 부/모의 구두 또는 서면 주장은 학교가 다른쪽 부/모에게 아동  및/또는 아동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거절할 이유로 충분치 않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학교들은 가장 최근에 제공된 서명된 양육권 법정 명령을 따를 것이나 명령의 부재 시, 위의 

언급된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부/모에게 양육권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자녀의 양육권 분쟁에서 학교 직원을 연루시키지 말도록 요청된다. 학교가 양육권에 관련된 최신 정보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실치 않은 부/모는 학교가 판독이 가능한 가장 최근의 법정 명령서 사본을 제공받았는지의 

확인을 위해 자녀 학교에 연락해야 한다.  

 

흡연 방지교육(TUPE) 
가주 건강 및 안전법 104420 및 104495에  따라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금연 환경을 지원한다. 학생, 교직원 및 

방문객의 흡연은 교육구 시설 내에서 항상 금지되며(전자 담배는 담배 제품으로 간주되며 증발기는 마약 관련 

도구로 간주됨) 이 방침의 집행에 관한 문의는 학교 행정관에게 할 수 있다.  

 

대안 학교  

가주 교육법 58501Æ RyDB®RnSMß gK®QnAhdprp eodKß gK®RyD; rlG/dp eogo XH∂RhgkEhFH® DyRnE?ßek. rkWn qJœDMß AhEMß RyDB®Rnrk 

eodKß gK®RyFMƒ wpRH∂gKƒ rJ†DMƒ gjDY∂gkau RyDB®qJœ 58500SMß eodKß gK®RyFMƒ  ekDMå tkgK∂EMƒD; dlgO∂DMƒ D'go DNßdU∂E/SMß  gkskD; gK®Ry 

˚hSMß gK®Ry soD; EH®fLœE?ß gK®RMœ RmFNœDmFh wJ∂d;gKßek. 

 •    gK®tO∂EMƒD; wkfLœtLå, THƒtJßfU®, cLßwJƒ, wkqKƒtJ∂, dLårlDM∂qUßfU®, DY∂rl, cK∂D;tJ∂, cO®dLårKå aLç rl¥MåD; RM∂wJ∂wJ® rkclEMƒDMƒ       

   roqKƒtlzLƒ rlG/EMƒDMƒ C/eoG]gKßek. 

   •  gK®tO∂EMƒdl TmTmFhD; gI∂gK®dUƒFh gK®TMœgKƒ ˚o C/tK∂D; gK®TMœdl dlFndjwLåDMƒ dLßtL®gKßek. 

   • gK®tO∂ tmtmFhD; EH∂rlDbqKƒDMƒ C/eoG]gkRh gK®tO∂EMƒdl wkrl tlrKßdp wktLßD; R}ßtLå QNßdiFMƒ  CnRngKƒ rJ†DMƒ R|ßwK∂gkSMß        

  aUßgK® QNßD'rlFMƒ DbwlgKßek. dlEMƒ R}ßtLåQNßdiEMƒDMß gK®tO∂dp D;go wJßwJ®DmFh RmflRh EH®fLœwJ®DmFh 찾dkwLƒ TnEh dL∫Rh        

  tJßxO®gKß gK®TMœ vmFhwP®Xm RytkEMƒdp D;gKß rkFmcLåDMƒ XH∂go QnQNßwJ®DmFh ˚hSMß wJßwJ®dmFh 찾dkwLƒ TnEh dL∫ek. 

 • Rytk, gK®QnAh, aLç gK®tO∂EMƒdl gK®TMœR]wJ∂R] soDY∂EMƒDMƒ gUœEH∂wJ®dmfh roqKƒgkSMß rlG/FMƒ c/eoG]gKßek. dl rlG/SMß         

  wlTH®wJ®dlau dU∂RnwJ®dLß R]wJ∂dl E?ƒ rJ†dlek. 

 • gK®tO∂, Rytk, gK®QnAhEMƒdl gK®Ryrk D'clgKß wldU®tkG/ EM∂DMƒ VhgKågkdu qUßgkSMß  tpr[dp r[TH® eoDM∂go rkSMß               

  rlG/FMƒ  RM®eoG]gKß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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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 고등학교 – 알렌 F. 데일리 고등학교 – 자신의 거주지 고등학교로부터 졸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학점을 

성취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본 프로그램은 학점 수료(이수)를 촉진하고 글렌데일 통합 

교육구로부터의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독립적 학습 프로그램 – 버두고 아카데미 – 모든  학년 수준에서, 자신의 아동이 독립적 학습 프로그램에 등록되길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집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과목 학습을 완료하고 

성적/학점을 취득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과목의 숙달 및 과제들에 대한 진도 평가를 위해 자신의 버두고 아카데미 

교사들과의 매주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9학년부터 12학년의 모든 학과목을 완료한 고등학생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졸업장을 취득한다.  

 

커뮤니티 주간 학교 – 쥬얼 시티 커뮤니티 주간 학교 – 학생 안전 및/또는 품행에 대해 주 교육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비자의적으로 이 학교에 배정된다. 학생은 한 학기부터 한 학사년도까지 매일 클래스에 출석한다. 학생은 

학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거지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적절한 감정 및 행동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학부모, 학생 또는 교사들이 대안 학교들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카운티 교육감, 교육구 행정실 및 각 

학교의 교장실에서 관렵 법의 사본을 얻어볼 수 있다.   

 

가주 교육법 48208, 48980, 48206.3: 일시적으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집과 병원 학업지도가 가용하다.  

 

성희롱 

가주 교육법 제231.5조: 각 교육구가 성희롱에 관한 문서화된 방침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며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 방침 5145.7(하단)은 이 요구에 준한 것이다.   

 

성희롱(교육구 방침 5145.7)Æ 교육위원회는 괴롭힘 및 차별이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유지하는데 전력한다. 

위원회는 학교 또는 학교 후원 또는 학교 관련 활동들에서 학생의 성희롱을 금지한다. 위원회는 또한 성희롱 혐의에 

대해 신고하거나 고발하거나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고소인을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QhQH®성 

행동 또는 gO∂D'FMƒ RMåwlgKßek. 

 

괴롭힘을 받은 학생이나 그 학생의 부모/후견인 또는 제 3 자가 교육구의 절차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혹은 피해 

학생을 위한 조처 요청에 상관없이 있음직한 성희롱에 대해 알고있거나 마땅히 알고있어야 하는 학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밝히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부모/후견인 또는 학생이 학생의 신원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구 인사는 공식적인 조치를                 

  시작하지 않고 주장되는 괴롭힘의 영향을 제한하고 그것의 재발을 방지한다.  

 • 이러한 조치에는 제기인의 신원 비밀을 유지하고 제기인과 학교 공동체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한된          

  조사 활동 및  조치가 포함된다 

 • 이러한 조치에는 불만 제기인에게 카운슬링 서비스 ; 비행이 발생한 장소 또는 활동에 관찰, 감독 또는 보안         

  확대 제공; 학생과 직원을 위해 훈련 및 교육 자료 제공; 또는 성폭력에 대한 학교 방침 변경 및  홍보와 같은       

  서비스 제공을 포함할 수 있다.    

 • 이는 또한 인종, 피부색,  출신국, 장애 또는 연령에 근거한 괴롭힘에도 적용한다.  

 

교육구는 학교 또는 학교가 후원하거나 관련된 활동들에서 다른 학생이나 성인에 의해 성희롱을 받았거나 받고있고 

또는 학교 밖의 성희롱이 학교 생활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모든 학생은 즉시 자신의 교사, 교장 또는 기타 

가용한 직원에게 연락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성희롱 사건을 신고를 받거나 목격한 모든 교직원은 교장 또는 

교육구 법 준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일단 통보되면, 교장 또는 준법 감시인은 첨부된 행정 규정에 명시된대로 혐의 

사실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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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또는 피지명자는  교육구의 성희롱 방침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설명/정보:  교육감 또는 피지명자는 교육구의 모든 학생들이 성희롱에 관해 연령에 적절한 설명 및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설명과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성희롱이 같은 성별의 사람들 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성폭력을 수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어떠한                      

  행위 및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2. 어떤 상황에서도 성희롱을 참고 견뎌선 안 된다는 명료한 메시지 

 3. 괴롭힘의 희생자가 불만을 제기를 하지 않아도 성희롱의 사례 목격 시 신고하도록 권장 

 4. 학생 안전은 교육구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성희롱 사건 피해자 또는 성희롱 사건을 신고한 기타 다른         

  사람이 관련된 별도의 규정 위반은 각기 별도로 다루어지며 이것이 성희롱 불만의 접수, 조사 또는 해결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 

 5.  고소인이 서면, 시간제약 또는 다른 고소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고, 학생이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또는         

     성희롱 희생자에 해당되는 경우, 모든 성희롱 주장을 조사할 것이며, 성희롱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학생에게 미치는 계속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처를 취할 것이라는 명료한 메시지  

 6. 교육구의 불만 조사 및 성에 근거한 괴롭힘을 신고할 사람에 대한 정보  

 7. 교육구가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과        

      부모/후견인에게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에 관한 정보 

 8. 교육구는 성희롱 고발자 또는 희생자 학생 및/또는 다른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 조처를 취한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조치로 인해 주장되는 성희롱                        

  고발자나 희생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명료한 메시지  
 

B.  불만제기 절차 및 징계 조치    

 1.  학생에 의한 또는 학생에 대한 성희롱 불만제기는 법과 AR 1312.3 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교육구 절차-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에게 AR 1312.에         

  의거해 성희롱을 고발할 수 있으며 어디에서 이 절차 사본을 얻을 수 있는지 통지할 책임이 있다.  

 2. 성희롱 신고를 조사하여, 이 방침을 위반하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가담한 모든 학생은 징계 조치된다.  4-        

  12 학년생의 징계 조치는 사건의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징계하며, 징계조치에는 정학 및/또는 퇴학을           

  포함할 수 있다.  

 3. 성희롱 신고를 조사하여, 학생에 대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가담한 것이 밝혀진 모든 고용인은 해당되는        

  방침, 법  및/또는 단체 교섭 합의에 따라 해고를 포함하는 징계 조치된다.  
 

C.  기록 유지  

 교육감 또는 피지명자는 교육구가 학교들에서 반복적 성희롱을 주시하고 다루고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보고된 성희롱 케이스들의 기록을 보관한다. 
 

성희롱(GUSD 행정 규정 5145.7) 교육구는 1972 교육법 개정의 타이틀 IX  및 가주 교육법 234.1 을 비롯하여 

행정 규정 1312.3 –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하에 성희롱 불만제기의 조사 및 해결을 위한  준수 노력을 조정하는 

책임자로 다음의 인사를 지정한다.  조정인/법 준수관(들)은 다음으로 연락할 수 있다: 
 

 Assistant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Services 

 (교육 서비스부서  부교육감) 

 223 North Jackson Street 

 Glendale, CA  91206 

 (818) 241-3111, 내선 1208 

 publicinfo@gus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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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지된 성희롱에는 다음 상황 하의 교육 환경에서 동일한 또는 반대 성별의 타인에게 이루어진 달갑지 않은 

 성적 추근댐, 원치 않는 성적 호의 요구 또는 기타 원치 않는 성적 성질의 구어, 시각 또는 신체적 행위들이 

 포함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법 212.4 CCR 4916) 

    1. 그 행위에 대한 순응은 노골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학생의 학업적 신분 또는 진도의 조건이 된다.   

 2. 한 학생에 의한 그 행위에 대한 순응 또는 거부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업 결정의 근거로 사용된다.   

 3. 그 행위는 학생의 학업적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위협적 적대적이거나 불쾌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을 갖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  

     4. 학생에 의한 그 행위에 대한 순응 또는 거부는 모든 교육구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또는 그것을 통해 가용한         

  혜택 및 서비스, 아너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결정에 관한 근거로                                

  사용된다. 

 

B. 교육구에서 금지되고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의 예는 다음 것들을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  반갑지 않은 또는  불쾌한 곁눈질, 성적 장난질 또는 추근거림  

 2. 반갑지 않은 성적 비방, 욕, 협박, 막말, 비하어 또는 성적으로 모멸적인 말  

 3. 상대방D; 신체에 대한 구체적 언급 또는 기타 지나친 사적 대화  

 4. 성적 농담, 경멸적인 포스터, 메모, dldirl, 만화, 그림, 사진 또는 성적  몸짓 또는 컴퓨터로 만든 성적       

  성질의 영상  

 5.  성적 소문 퍼뜨리기  

 6.  대부분이 한 쪽 성별로 이루어진 학급에 등록된 학생에 대한 놀림 또는 성적 언급  

 7. 신체 마사지, 붙잡기, 애무하기, 타격하기 또는 가볍게 닿기  

 8.  상대방의 신체 또는 옷을 성적으로 만지기   

 9. 성별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지시된 학교 활동에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기 또는 신체적 방해  

 10. 성적으로 암시적인 물건 보여주기   

 11. 성폭행, 성적 구타 또는 성적 강요 

 12. 위에서 설명한 언급, 단어 또는 영상을 포함한 전자 통신 

 

 학교 밖에서, 또는 학교가 관계한 또는 후원한 학교 밖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일어난 금지된 행위가 사건의 

 고발자나 희생자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적대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교육부 방침을 위반한 

 성희롱으로 간주된다.  

 

C.  신고 절차와 불만제기 조사 및 해결 

1.   다른 학생, 고용인 또는 기타 타인에 의해 성희롱을 받았다고 믿거나 목격한 학생은 그 사건을 자신의 교사, 

 교장 또는 기타 학교 직원에게 신고할 것이 강력히 권고된다.  학교 직원은 이 같은 신고를 받으면 수업일로 

 하루 내에 그 신고를 교장 또는 AR 1312.3에 정의된 교육구의 법 준수관에게 이월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 

 관계한 성희롱 사건을 목격한 모든 학교 직원은 수업일로 하루 내에  자신의 교장 또는 교육구 법 준수관에게 

 자신이 목격한 것을 보고해야 하며, 직원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학생의 불만 제기 유무에 관계없이 조치를 

 취해야한다.  

2. 학교 밖 행위에 관련된 성희롱 신고 또는 불만이 접수된 경우, 교장은 그 행위가 학교 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드는지를 평가한다. 적대적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지된 행위가 학교 내에서 일어난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불만을 조사한다.   

3. 구두 혹은 비공식적으로 성희롱이 접수된 경우, 교장 혹은 준수 책임자는 학생 또는 학부모/후견인에게 

 교육구의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에 따라 공식적인 서면 고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공식적 고소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장 혹은 준수 책임자는 주장되어지는 사건을 조사할 것이, 성희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희롱을 금지하고 재발을 막고 학생에게 미치는 계속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4. 성희롱 불만제기가 교장에게 처음 제기되면,  교장은 수업일 (2)일 이내에 그 불만의 조사를 시작하도록 법 

 준수관에게 그 보고를 전달하고, 법 준수관은 불만제기인과 연락하고 법과 AR 1312.3에 정의된 교육구 절차에 

 따라 불만을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  

5. 성희롱 고발을 조사할 때 희생자의 과거 성관계 증거는 이러한 증거가 희생자와 피고발자와의 이전 관계에 

 연관되지 않는 한 고려되지 않는다. 

6. 교장, 준수 책임자 또는 통상 사건을 보고, 접수받는 사람이 관련된 성희롱 사건의 경우, 보고서는 교육감이나 

 또는 사건을 조사할 지명된 사람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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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비밀 보장 

 1. 성희롱의 모든 불만과 주장은 조사를 위해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한다. (5 CCR 4964) 

 2. 그러나, 성희롱 제기인 또는 피해자가 괴롭힘을 교육구에 알릴 때 비밀을 요청할 경우, 법 준수관은 그            

  요청이 괴롭힘에 대한 수사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교육구의 능력에 제한을 줄 수도 있음을          

  알린다. 기밀 유지 요청을 존중하면서 교육구는 그러나 불만을 조사하고 대응하는데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3. 성희롱 불만제기인 또는 피해자가 교육구에 희롱을 신고 시 교육구의 조사를 원치 않을 경우, 교육구는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면서,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E.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대응 

 성희롱 사건이 보고되면 교장이나 대리인은 법 준수관과 상의하여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임시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한다. 교장/대리인 또는 법 준수관은 성희롱을 중단시키고 학생들을 보호하며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받도록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임시 조치로 인해 주장되는 

 성희롱 고발자나 희생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다. 임시 조치에는 법과 교육위원회 정책에 따라 관련 

 학생들을 서로 다른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하거나 한 학생을 다른 교사가 가르치는 수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포함된다. 학교는 성희롱을 받은 학생에게 성희롱자로 간주되는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대안을 통고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학교 수업과 방과후 활동을 적절하게 바꾸도록 허락해야 한다. 학교들은 또한 피해학생에게 

 상담같은 이용가능한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학생이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혹은 성희롱이 학교 밖, 학교 후원, 학교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F.  통고 

 교육구의 성희롱 방침 및 규정의 사본은:  

 1. 매 학사년 초, 학부모/후견인에게 보내는 통고서에 포함한다.(교육법 48980; 5 CCR 4917) 

 2. 매인 행정 빌딩 안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하거나(교육법 231.5) 또는  교육규 규칙, 규정, 절차 및 표준               

  품행의 게시판이 있는 기타 장소에 게시한다. 교육구의 성희롱 방침 및 규정의 사본은 교육구 및 학교               

  웹사이트 및  가능할 때 교육구가 지원하는 소셜  미디어 상에 게시한다.  

 3. 각 분기, 학기 또는 여름 학기 초에 신입생들을 위해 실시되는 모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제공한다. (교육법 231.5) 

 4. 학교 또는 교육구의 포괄적인 규칙, 규정, 절차 및 표준 품행을 명시한 모든 학교 또는 교육구 출판물에                

  실린다. (교육법 231.5) 

 5. 학생 안내 책자에 포함한다. 

 6. 직원들 및 직원 단체들에게 제공된다.  

 

노숙 학생을 위한 교육  

노숙 학생은 고정되고 일정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야간 시간을 보낼 거주지가 없는 학생을 뜻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교육법 48852.7; 42 USC 11434a) 

 1. 주거지 상실, 경제적 어려움 또는 비숫한 이유로 인해 타인과 함께 거주지를 공유하는 학생; 대체할 적절한        

  거처의 결핍으로 모텔, 호텔, 이동식 주택  또는 캠핑장에서 거주하거나 비상 또는 임시 보호소에서                          

  거주하는  학생 또는 병원에 유기되었거나; 위탁 양육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 

 2. 사람을 위해 정기적인 숙박 시설로 계획되었거나 보통 사용되지 않는 공공 또는 사립 장소를  주요 야간              

  주거지로 갖고 있는 학생   

 3. 자동차, 공원, 공공 장소, 빈 건물,  열악한 주거지, 버스 또는 기차역 또는 비숫한 환경에서 사는 학생 

 4. 위의 1 – 3에 설명된 상황에서 거주함으로 노숙자로서 인정되는 이동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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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모 또는 후견인의 실제적인 보호가 없는 보호자 없는 학생  

  출신 학교라는 것은 노숙 학생이 집에 거주할 때 다니던 학교 또는 노숙 학생이 마지막으로 등록했던 학교를 

  뜻 한다. 노숙 학생이 집에 거주할 때 다니던 학교가 그 학생이 마지막으로 등록했던 학교와 다른 경우, 또는 

  그 학생이 지난 15개월 동안 다녔고 계속 학생으로 남아있는 다른 학교가 있는 경우,  교육구 연락인은 노숙            

  학생과 그 학생의 교육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있는 사람과 상의하고 동의를 얻어, 그리고 노숙 학생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며 출신학교를 결정한다. (교육법 48852.7)  

 

교육구 연락인:  교육감은 다음의 직원을 노숙 학생 및 위탁 청소년을 위한 교육구 연락인으로써 지정한다.                    

(42 USC 11432) 

  Ilin Magran 박사, 아동 복지 및 출석 부서, 부 디렉터 

  223 N. Jackson St., Glendale, CA 91206 

  818-241-3111 x1500 

  IMagran@gusd.net 

 

노숙 학생들을 위한 교육구 연락인은: (교육법 48852.5; 42 USC 11432) 

 1.  학교 인사 및 기타 관계 단체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노숙 학생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2. 노숙 학생들이 교육구 학교에 등록하고 성공하도록 충분하고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확실히 한다. 

 3. 노숙 가족 및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적 서비스들을 확실히 받도록 한다.  

 4. 학부모/후견인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용가능한 교육 및 관계된 기회들을 알리고 자녀들의 교육에              

  참여하도록 의미있는 기회들을 제공한다. 

 5. 노숙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공문을 노숙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구내 학교와 노숙                    

  학생들이 서비스를 받는 패밀리 쉘터나 기아 구제 기관(무료 급식소) 같은 곳에 전달한다.  

 6. 법, 교육위원회 방침 및 행정 규정에 준하여 등록에 대한 논란을 조정한다 

 7. 학부모/후견인에게 모든 교통 수단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알린다.  

 8. 교육법 48918.1에 따른 통고 시, 퇴학을 초래할 수 있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노숙자 학생을 지원, 편의         

  도모  또는 대변한다. 

 9. 교육법 48915.5에 따른 통고 시, 장애 학생의 행동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IEP 팀 모임에 참여한다.  

 10.면역접종, 의료 및 학업 기록들을 포함하여 교육구에 등록 또는 타 교육구로의 이전에 필요한 문서를 받도록       

  노숙 학생을 돕는다.  

학과목 및 학점의 이전:  노숙 학생이 교육구 학교로 전학 시, 교육구는 학생이 다른 공립 학교, 청소년 법원 학교, 

또는 사립 학교, 무종파 학교 또는 기관에 출석하는 동안에 만족스럽게 완료한 과목을 인정하고 학점을 주며 그 

과목을 재수강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교육법 51225.2) 

 

노숙 학생이 과목 전체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학생은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부분 학점을 받게되며 이전 학교에서 

완료하지 않은 부분을 수강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교육구는 학생의 교육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상의하여 

학생에게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을 제때에 이수할 적절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 이수한 과목의 일부분을 

다시 듣도록 요청할 수 있다.  어떤 특정 과목에서 노숙 학생이 부분 점수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면 똑같은 또는 

동등과목에 등록하여 전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교육법 51225.2)  

 

위탁  청소년을 위한 교육  

GUSD는 위탁 청소년들이 그들의 가족 상황, 교육 프로그램의 중단 및 그들의 정서적, 사회적 및 다른 건강상의 

요구로 인해 학업적 성공 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한다. 이와 같은 학생들이 주 및 교육구 

학업 표준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을 제공하며 

위탁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의 향상을 위해 필요에 따라 확인된 전략들을 실시한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정의된 대로 위탁 청소년에 대해 학생의 최선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배치 

결정을 확실히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 위탁 청소년들을 위해 교육구 연락인으로써 위탁 청소년들의 등록, 

배치 및 전학에 편리를 도모하도록 직원 한 사람이 지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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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또는 대리인 및 교육구 연락인은 각 교장, 학교 등록인 및 출석 사무인을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적절한 직원들이 등록, 배치 및 위탁 청소년들 및 기타 관계된 권리에 대해 훈련을 받도록 확실히 한다. (교육법 

48850-48859, 2003년 AB 490  교육 권리 및 안정) 

 

통고 및 불만제기: 교육법 51225.1 및 51225.2에 명시된 대로, 위탁 청소년들의 교육적 권리에 대한 정보는 학생, 

학부모/후견인, 직원 및 5 CCR 4622에 의하여 기타 관심을 가진 관계자들에게 배부되는 연례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를 포함한다. (교육법 51225.1, 51225.2) 

 

통고 및 불만제기: 교육구는 교육법  48853, 48853.5, 49069.5 51225.1 및 51225.2에 명시된 대로, 현재 

교육구에 등록된 위탁 양육, 노숙자 학생 및 과거 청소년 법원 보호 학생들의 교육적 권리에 대한 표준 통고문을 

게시해야 한다. 해당될 경우, 이 통고서는 불만제기 절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UCP) 방침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  방침  1312.3:  교육위원회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적용되는 주 및 
연방 법 그리고 규정 준수를 확실히 하도록 일차적 책임이 교육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가능한 한 언제라도 조기에 불만을 해결하도록 장려한다. 보다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 불만  
해결을 위해 교육위원회는 민사소송법 타이틀 5 CCR 제 4600-4670 조항 및 관련 행정 규정에 명시된  
일관적 불만 처리 시스템을 채택해야 한다.     
 
UCP의 적용을 받는 불만제기들 :      
 
교육구는 다음의 불만제기에 대한 조사와 해결을 위해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UCP)를 사용해야 한다:   

 
1. 성인 교육, 방과 후 및 안전 프로그램, 농업 직업 교육, 아메리칸 인디언 교육 센터 및 조기 아동 교육 

프로그램 평가, 이중언어 교육, 교사들을 위한 동료 보조 및 프로그램 검토, 기술직 직업 및 기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아동 보호 및 발육 프로그램, 아동 영양 프로그램, 보충 교육, 통합된 카테고리칼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층 학생 학업 보조,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타이틀 I-VII 의 연방 교육 프로그램, 이주자 

교육, 리지날 직업 센터 및 프로그램, 학교 안전 계획, 특수교육 프로그램, 주정부 유아원 프로그램, 담배 

사용 예방 교육 프로그램 및 기술직 직업 교육, 학교에 기초한 조종된 카테고리칼 프로그램, Miller-Unruh 

기초 읽기법, 불리한 입장에 있는, 방치된 또는 학교 중퇴 위기에 있는 비행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자본 비용 기금, 전문인 개발 프로그램, 혁신 프로그램, 전략 프로그램, 연방 클래스 규모 축소 계획 하에  

설립된 프로그램, 학교 안전 및 폭력 예방 프로그램 그리고 안전 및 약물없는 학교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교육법 64000(a) 열거된 기타 교육구-실시 프로그램 운영에 적용되는 주 또는 연방 법 또는 

규정에 있어 교육구 위반을 주장하는 모든 불만제기. (5CCR 4610) 
 

2. 교육구 프로그램과 활동에 포함되지만 주정부 재정 지원으로 기금을 직접 받거나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에 반해 그 사람의 실질적 또는 인종이나 민족, 피부색, 
조상, 국적, 출신 국가, 이민 신분, 민족 그룹 정체성, 나이, 종교, 혼인 여부, 임신 또는 혼인 상태,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성, 성적 지향, 성별, 성별적 정체성, 표현 또는 유전학적 정보 또는 교육법 
200 이나 220, 행정법 11135 또는 형법 422.55 에 제한받지 않고 인지된 특성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실질적이거나 인지된 특성을 갖는 사람이나 그룹과의 관계에 기초한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학생, 직원 또는 교육구 프로그램에서 
발생하였다는 주장의 불만제기. (5 CCR 4610) 
 

3. 학교 교정에서 젖을 먹이는 학생의 모유 수유하기, 모유를 수유하는 유아, 또는 기타 수유와 
관련되어 학생의 필요를 표현하기 위해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할 요건을 교육구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불만제기. (교육법 222) 
 

4. 교육 활동 참여를 위해 학생에게 비용, 디파짓 또는 기타 요금 부과 금지를 교육구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불만제기. (5 CCR 4610) 
 

5. 지방 콘트롤 및 책무 계획안 (LCAP) 실시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교육구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불만제기. (교육법 5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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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탁 가정 학생 편에서 또는 학생 당사자에 의해 배치 결정, 교육과 관련하여 학생과의 연락을 

담당할 사람에 대한 교육구의 책임, 다른 학교나 교육구에서 만족스럽게 이수한 학업 코스에 대한 
학점 부여, 전학 또는 교육구에서 부과하는 졸업 요건 면제에 관해서 학생에게 적용되는 법적 
요건을 교육구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불만제기. (교육법 48853, 48853.5, 49069.5, 51225.1, 
51225.2) 
 

7. 미합중국법 타이틀 42 (42 USC), 11434a 조항에서 정의된 노숙 학생, 교육법 49701 에 정의된  과거 
청소년 법원 보호 학교 학생 또는 군인 가정의 아동으로 고등학교 2년이 지난 후 교육구로 전학온 
학생 편에서 또는 학생 당사자에 의해 다른 학교나 교육구에서 만족스럽게 이수한 학업 코스에 
대한 학점 부여 또는 교육구에서 부과하는 졸업 요건 면제에서 학생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교육구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불만제기. (교육법 51225.1, 51225.2)  
 

8. 어느 학기에서 한 주 이상 학과 내용에 대한 교육없이 또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함이 없이 이전에 
만족스럽게 이수한 코스에 대해 학생에게 과제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교육법 51228.1 및 51228.2 
요건을 교육구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불만제기. (교육법 51228.3) 
 

9.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체육시간 요건을 교육구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불만제기. 
(교육법 51210, 51223) 
 

10. 불만제기인이나 불만제기 과정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 또는 본 방침과 관련된 위반을 발견하였거나 
보고를 한 사람에 대한 보복이 있었다는 주장의 불만제기.    
 

11. 교육구 방침에서 구체화된 기타 불만제기.  
 
주장의 본질에 따라 대체적 분쟁 해결 (ADR)이 당사자 모두에게 수용 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절차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위원회는 알고 있다. 중재와 같은 ADR 은 한 명 이상의 학생 그리고 어떤 
성인도 포함되지 않은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이 포함된 불만제기 또는 어느 
당사자가 중재에 참여하도록 강요되는 합리적인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불만 해결을 위해 중재를 
제안하거나 사용될 수 없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ADR 의 사용이 주 및 연방 법 및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육구는 보복으로부터 모든 불만제기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불만에 대한 조사에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비밀은 법으로 요구되는 바와 같이 보호되어야 한다.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주장하는 불만제기에 대해,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불만제기인의 신원 및/또는 
불만제기 주체가 해당 불만제기인과 다른 경우, 적절한 경우 그리고 불만 처리의 원래 모습이 유지되는 한, 
관련인의 신분은 비밀로 유지되야 한다.   
 
UCP 에 해당되지 않는 주장이 UCP 불만제기에 포함된 경우, 교육구는 비-UCP 주장을 적절한 직원 또는 
기관에 의뢰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 교육구 UCP 를 통해 UCP-관련 주장을 해결해야 한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실정법과 본 방침에서 구체화된 조치와 일정이 포함된 관련 요건들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 규칙들이 포함된 관련 요건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익히도록 교육구 
직원들에게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적용되는 주 법 및 교육구 방침에 따라 모든 UCP 불만제기 그리고 이 불만제기에 
대한 모든 조사 기록들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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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UCP 불만제기  
 
다음의 불만제기들은 교육구 UCP 에 저촉되진 않지만, 그러나 특정 기관에 의뢰되어야 한다: (5 CCR 4611) 
 
1. 아동 학대 또는 방치가 주장되는 불만제기는 카운티 소셜 서비스국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카운티 아동 보호 서비스부 (County Protective Services Division) 및 적절한 법집행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2. 허가된 시설물에서의 아동 발달 프로그램이 보건 및 안전을 위반했다는 주장의 불만제기는 소셜 

서비스국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 의뢰하고, 허가가 면제된 시설물에 대해선 적절한 아동 
발달 지역 행정관(Child Development regional administrator)에게 의뢰해야 한다.    

 
3.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불만제기는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법률, 감사 및 준수 부서에 의로해야 한다.  

 
고용 차별 또는 괴롭힘을 주장하는 불만제기는 행정 규정(AR)  4030 – 고용 차별금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교육구가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  

 
교과서 또는 학습 자료물의 충분성, 학생이나 교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응급 또는 비상 
시설물들의 상태나 교사 결원 그리고 오배치와 관련된 불만제기는 AR 1312.4 - 윌리엄스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 (교육법 35186)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행정  규칙  1312.3: 
목적  및  범위 : 교육위원회가 다른 교육구 방침에서 구체적으로 달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일관적 
불만제기 일반 절차 (UCP)는 BP 1312.3 에서 구체화된 불만제기 조사 및 해결에 대해서만 사용된다.     
 
준법(遵法) 사무관   
교육구는 아래의 인사들을 불만제기에 대한 교육구의 대응 그리고 주 및 연방 민권법 준수에 책임이 있는 
직원으로 지정한다. 또한 이들 인사들은 AR 5145.3 에서 특정한 준법 사무관으로 복무한다. AR 5145.3 –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에 관한 불만제기를 다루는데 책임이 
있는 비차별/희롱 담당 직원. 이 인사들은 불만제기에 대한 조사 보고를 받고 조정하며 교육구의 법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Kelly King 박사,  교육 서비스 - 부교육감 
223 North Jackson Street 
Glendale, CA 91206 
(818) 241-3111 x1209 
kking@gusd.net 
 
Lena Richter 박사, 카테고리칼 프로그램 -디렉터    
223 North Jackson Street 
Glendale, CA 91206 
(818) 241-3111 x1457 
lrichter@gusd.net 
 
불만제기를 받은 준법 사무관은 불만제기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른 준수 사무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른 준수 사무관이 위임되는 경우, 적용시 준법 사무관은 불만제기인과 상대방에게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불만제기에서 공정한 조사 또는 해결에 방해가 되는 편견이나 이해상충이 있는 준법 
사무관은 불만제기 사건에 위임되선 안된다. 준법 사무관에 반한 불만이 있거나 공정하고 편견없이 사건을 
조사할 준법 사무관의 능력에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불만 조사 방법을 결정할 교육감 또는 대리인에 의해 
충원되어야 한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위임된 직원이 위임된 불만제기 이슈에 대해 훈련을 받았고 법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있고 불만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할 자격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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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이러한 훈련은 이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현재의 주 및 연방법과 규칙, 주장되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포함하여 불만제기 사건 조사 및 
해결을 위해 적용되는 절차,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적용되는 표준 그리고 적절한 교정 수단을 다뤄야 한다. 
위임된 직원은 교육감 또는 대리인에 의해 결정된 법률 자문인과 접촉할 수 있다.                            
 
준법 사무관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행정관은 조사를 하는 동안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잠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준법 사무관 또는 
행정관은 가능하다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잠정적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교육감, 교육감 대리인 또는 
적절한 경우 학교 교장과 상담해야 한다. 잠정적인 조치는 준법 사무관이 이것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결정하거나 교육구의 최종적인 서면 결정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결정될 때까지 계속 실시되야 한다.                  
 
공고문 
A. 교육구의 UCP 방침 및 행정 규칙들은 직원 휴계실 및 학생회가 관리하는 미팅 룸을 포함하여 

교육구의 모든 학교와 사무실에 게시되야 한다. (교육법 234.1)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학생, 직원, 교육구 학생의 학부모/후견인, 교육구 자문위원회 위원, 학교 
자문위원회 위원, 적절한 사립학교 임원 또는 대표 및 기타 이해 당사자들에게 교육구의 UCP 서면 
공고문을 매년 제공해야 한다. 이 공고문은 차별, 괴롭힘, 협박 및 약자 괴롭히기의 금지;  
불법적으로 학생에게 부과하는 비용; 지방 콘트롤 및 책무 계획안 (LCAP) 요건 및 위탁 청소년, 
노숙자 학생, 과거 청소년 법원 학교 학생 및  군인 가정 아동들의 교육적 권리와 관련된 요건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교육법 262.3, 48853, 48853.5, 49010-49013, 49069.5, 51225.1, 51225.2, 
52075; 5 CCR 4622) 
 

 이 공고문은 : 
 

1. 불만제기를 접수할  책임이 있는 사람, 직위 또는 부서를 알린다.   
 

2. 해당되는 경우, 주 및 연방 차별 금지법 아래 적용 가능한 민법상의 구제 방안을 
불만제기인에게 알린다.  

 
3.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불법적인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포함된 경우, 

불만제기인이 민사 법원 또는 미합중국 교육부 민권국 (OCR)과 같이 다른 공공 기관에서 
구제 방안을 추구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적용되는 항소 절차를 불만제기인에게 알린다.     

              
4. 다음과 같은 언급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교육 프로그램들을 관장하는 적용 가능한 주 및 연방법 그리고 규칙 준수를 보장할 

일차적 책임이 교육구에 있다.  
 

b. 불만제기인이 일정 연장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불만제기 검토는 
불만제기를 수령한 날짜로부터 60 일 안에 완료해야 한다.  

 
c.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주장하는 불만제기는 이것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6 개월 이전에 또는 주장되는 
불법적인 차별에 대한 사실들을 불만제기인이 처음으로 알게 된 날로부터 6 개월 
안에 접수해야만 된다. 접수 시기는 불만제기인이 제출한 서면 요청서에서 밝힌 
연장 사유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교육감 또는 대리인에 의해 최대 90 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d. 불만제기는 서면으로 접수하고 불만제기인이 서명해야만 된다. 불만제기인이 예를 

들어, 장애 또는 문맹과 같은 상태로 인해 서면으로 자신의 불만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교육구 직원은 불만제기 접수에서 그를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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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불만제기가 서면으로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UCP 에 저촉되는 주장이 교육구에 
통보된 경우, 교육구는 특정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 주장을 조사하고 다루기 
위해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에 
대한 불만이 주장되었고 조사에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구는 
차별 행위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불만제기인과, 해당되는 경우, 다른 
이에게 가해진 차별을 교정한다.   
        

f. 공립학교에 등록된 학생들은 교과과정 및 가외 활동을 포함하여 교육구 교육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기초적인 교육 활동 참여에 대한 비용 지불을 요구받지 
않는다.   

 
g. 교육위원회는 LCAP 수립과 점검에 학부모/후견인, 학생,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의미있는 참여를 포함하여 업데이트 된 LCAP 채택이 매년 요구된다.    
  

h. 위탁 가정 청소년은 자신의 교육 배치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 등록 및 
체크아웃 그리고 이러한 요건들을 보장받고 촉진하기 위해 그리고 학교들 사이의 
전학 또는 한 교육구로부터 다른 교육구로 전학하는 경우, 자신의 학점, 기록 및 
성적이 적절하게 전달되기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해 입양가정 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교육구 연락관의 책임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   

 
i. 위탁 가정 청년, 무주택 학생 또는 과거 청소년 법원 학교 학생이 교육구 

고등학교로 전학오거나 교육구 사이의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에게 교육구는, 
적용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통지할 책임이 있다:     
(1) 다른 공립학교, 청소년 법원 학교, 사립학교 또는 무종파 학교나 

기관에서 만족스럽게 이수한 학업 또는 부분 학점을 인정하고 이수한 
학업에 대한 학점 전체 또는 일부 학점을 발급한다.   

  
(2) 다른 공립학교, 청소년 법원 학교 또는 사립학교, 무종파 학교나 

기관에서 만족스럽게 이수한 학업 또는 일부 학업에 대한 재수강이 
요구되지 않는다.   

 
(3) 학생이 전학오기 이전에 2년의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경우, 교육구는 

교육구에서 채택한 학업과 교육법 51225.1 에 의해 면제받을 수 있는 
교육위원회 요구의 졸업 요건 정보를 제공한다.   

 
j. 불만제기인은 교육구 결정을 받은 후 일력으로 15 일 이내에 서면으로 CDE 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교육구 결정에 항소할 권리를 갖는다.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주장하는 
불만제기에서 교육구 결정에 만족하지 않은 상대방 역시 불만제기인과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CDE 에 항소할 권리를 갖는다. 
     

k. CDE 항소에는 교육구에 접수한 불만제기서 사본과 교육구 결정에 대한 사본이 
포함되야 한다.  

 
l. 교육구 UCP 사본은 무료로 가용하다.  

 
연례 공고문과 준법 임원(들)에 대한 완전한 연락 정보 그리고 교육법 221.61 에 의해 요구되는 타이틀 IX 와 
관련된 정보는 교육구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하며 가용한 경우, 교육구에서 지원하는 소셜 미디아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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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영어 미숙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이 포함하여 모든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이 
 UCP 와 관련된 교육구 방침, 규정, 서식, 및 공고문에서 제공되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특정 교육구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의 15 퍼센트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이 영어 이외 한  종류의 
언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경우, UCP 와 관련된 교육구 방침, 규정, 서식, 및 공고문은 교육법 234.1 
및 48985 에 따라 해당 언어로 번역되야 한다. 기타 모든 경우, 교육구는 영어에 미숙한 
학부모/후견인을 위해 관련된 모든 UCP 정보에 대한 의미있는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구 책임 
불만제기인이 서면으로 일정 연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한, 모든 UCP-관련 불만제기는 교육구의 불만제기 
수령 후 일력으로 60 일 안에 조사하고 해결되야 한다. (5 CCR 4631)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주장하는 불만제기에서 불만제기인이 
조사 및 불만 해결을 위한 일정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교육구는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된다.     
 

준법 담당 부서는 조사 동안에 취한 조치 그리고 5 CCR 4631 와 4633 준수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각각의 불만제기와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들의 기록을 보관해야 된다.          
 

불만제기 주장에 포함된 모든 당사자들은 불만제기 접수와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을 때, 이에 대한 통보를 
받는다. 그럼에도 준법 사무관은 조사 수행, 후속적인 교정 조치, 진행중인 모니터링 수행 또는 절차적 
순수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개를 제외하곤 모든 불만제기 또는 보복이나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에 대한 주장들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5 CCR 4630, 4964) 
 
모든 불만제기인은 보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불만제기 (고발) 접수  
불만제기는 준법 사무관에게 제출되야 하며 사무관은 각각의 조항 및 접수 도장이 찍힌 날짜와 함께 
불만제기 수령 일지를 유지해야 한다.    
 

모든 불만제기는 서면으로 접수되야 하며 불만제기인이 서명해야 한다. 불만제기인이 장애 또는 문맹과 

같은 상태로 인해 서면으로 자신의 불만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교육구 직원은 불만제기 접수에서 그를 

도와야 한다. (5 CCR 4600) 
 

불만제기는 또한 해당되는 다음 규칙들에 의거해 접수되어야 한다:  
 

1. 교육 위원회 방침(“UCP 의 적용을 받는 불만” 부문의 #1 항)에 명시된 프로그램들의 운영에 
적용되는 주 또는 연방 법 또는 규정에 교육구의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은 개인, 공립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5CCR 4630)   

2. 학생에게 비용, 디파짓 요구 및 부과 금지에 관한 법령 그리고 LCAP 과 관련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불만제기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비준수 주장을 보강하는 증거로 이어지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익명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학생에게 불법적으로 비용 부과를 금지하는 법 위반에 대한 
불만제기는 학교장 또는 교육감이나 대리인에게 접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같은 불만제기는 
주장되는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일년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교육법 49013, 52075; 5 CCR 4630) 

3.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주장하는 불만제기는 자신이 
한 개인 또는 그와 연관된 특정 계급의 사람들에 의해 불법적인 차별을 직접 겪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접수될 수 있다. 불만제기는 주장되는 불법적인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6 개월 
이전 또는 주장되는 불법적인 차별 사실들을 불만제기인이 처음으로 알게 된 날로부터 6 개월 안에 
시작되어야 한다. 접수 시기는 불만제기인이 제출한 서면 요청서에서 밝힌 연장 사유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최대 9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CCR 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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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주장하는 불만제기가 
익명으로 접수된 경우, 준법 사무관은 제공된 정보의 구체성 및 신뢰성 그리고 그 주장의 심각성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적절한 다른 대응을 추구해야 한다.  

5.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에 대한 불만제기인 또는 
불만제기인 이외 달리 주장되는 피해자의 비밀 유지 요청이 있는 경우, 준법 사무관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교육구는 조사 수행이나 필요한 다른 조치를 취하는 능력에서의 제약을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비밀 유지 요청을 존중하면서 교육구는 조사에서 합리적인 모든 조치들을 취하고 
불만제기인의 요청에 일관성을 갖고 해결/반응해야 한다.                                       
 

중재절차  
준법 사무관은 불만제기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모든 당사자들과 함께 중재절차 사용 가능성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중재절차는 한 명 이상의 학생이 포함되었고 어떠한 성인도 포함되지 않은 
불만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주장 또는 어느 당사자가 중재절차 참여를 
강요받았다고 느끼는 합리적인 위험이 포함된 불만제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절차를 제안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동의하는 경우, 준법 사무관은 이 절차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한다.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주장하는 불만제기에 대한 
중재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준법 사무관은 중재인이 관련된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준법 사무관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언제라도 이 비공식 절차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통지해야 한다.     
 
만일 법의 범위 안에서 중재절차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준법 사무관은 불만제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불만제기인이 이같은 시간 연장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중재절차 사용은 교육구의 불만제기 조사 및 
해결을 위한 일정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중재가 성공적이며 불만제기가 철회된 경우, 교육구는 중재를 통해 
합의된 사안들에 한해 조치를 취한다. 중재가 실패한 경우, 그러면 교육구는 본 행정 규정에서 구체화된 
후속 조치들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불만제기에 대한 조사  
준법 사무관의 불만제기 수령 10 일 이내에 준법 사무관은 불만제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준법 사무관은 조사를 시작하고 업무일로 1 일 이내에 불만제기인 및/또는 대리인에게 불만제기에 포함된 
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불만제기에서의 주장을 보강할 증거 또는 증거로 이어질 정보를 준법 
사무관에게 제출할 기회를 불만제기인 및/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한다. 조사 기간 동안 언제라도 이같은 증거 
또는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조사 수행에서, 준법 사무관은 가용한 모든 서류들을 수집해야 하며 불만제기와 관련된 조사 과정 동안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추가 증거나 정보를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기록, 노트 또는 언급들을 검토해야 한다. 
사무관은 불만제기와 관련된 정보와 함께 가능한 모든 증인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관련된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접근 가능한 타당한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적절한 간격을 두고 준법 사무관은 양 
당사자에게 조사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주장되는 불만제기를 
조사하기 위해, 준법 사무관은 주장되는 피해자, 가해자 및 관련된 다른 증인들을 사적이며 개별적으로 
그리고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면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직원 또는 법적 자문인이 조사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불만제기인이 교육구 조사관에게 불만제기 주장과 관련된 서류나 다른 증거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에서 
비협조, 거부 또는 달리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주장을 보강할 증거 부족으로 불만제기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슷하게, 피고발인이 교육구 조사관에게 불만제기 주장과 관련된 서류나 다른 증거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에서 비협조, 거부 또는 달리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수집된 증거에 근거해 법위반이 
발생하였고 불만제기인에게 유리하게 구제책을 부여하는 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5 CCR 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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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거하여, 교육구는 조사관에게 불만제기 주장과 관련된 기록과 다른 정보 접근을 허용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조사를 방해해선 안된다. 조사에서 교육구에 의한 비협조나 거부는 수집된 증거에 근거해 
법위반이 발생했고 불만제기인에게 유리한 구제책 부여 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5 CCR 4621) 
 
준법 사무관은 불만제기에서 팩트 주장의 진실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증거의 우세”를 적용해야 된다. 
이것은 주장이 거짓보다는 더 진실일 것 같다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판정 보고  
불만제기인과 서면 합의로 연장되지 않는 한, 최종 결정은 교육구에서 불만제기를 받고 일력으로 60 일 
이내에 불만제기인에게 보내야 한다. 불만제기를 받고 30 일 안에 준법 사무관은 하기의 “최종 서면 결정” 
섹션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서면 보고서를 준비하여 불만제기인에게 보내야 한다. 불만제기인이 준법 
사무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는 업무일로 5 일 안에 자신의 불만을 서면으로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수 았다.     
 
교육위원회는 이 문제를 차기 교육위원회  정기모임에서 숙고하거나 불만제기에 반듯이 응답해야 할 
60 일의 시간 제한을 맞추기 위해 특별 교육위원회 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사건은 
비공개 모임에서 숙고되어야 한다. 준법 사무관의 결정이 최종적인 경우, 교육위원회는 불만제기 비심리를 
결정할 수 있다.     
 
교육위원회에서 불만제기를 심리하는 경우, 준법 사무관은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교육구가 불만제기를 처음 
받은 후 일력으로 60 일 또는 불만제기인과 서면으로 합의한 특정 기간 안에 불만제기인에게 보내야 한다.  
(5 CCR 4631) 
 
불법적인 차별(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주장되는 불만제기 해결에서 교육구 
결정을 불만제기인에게 보낸 동일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도 역시 보내야 하며 그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위원회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   
 

최종 서면 결정      
불만제기 해결 방법에 대한 교육구 결정은 서면으로 불만제기인에게 보내야 한다. (5 CCR 4631) 
 
결정과 관련된 부분 정보는 불만제기인이 아닌 피해자 그리고,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한, 결정 
수행에 포함되었거나 불만제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다른 당사자들과 교육구 법률 자문인은 상담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주장되는 
불만제기에서, 주장되는 피해자에게 보내는 교육구의 결정 통지서에는 주장되는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대방에게 부과되는 제재 정보가 포함되야 한다.              
 
불만제기에 영어 미숙 학생 또는 학부모/후견인이 포함되었고 관련된 학생이 등교하는 학교에는 영어 
이외의 단일 언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학생이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결정문은 그 언어로도 번역되야 한다. 
모든 다른 경우에, 교육구는 영어 미숙 학부모/후견인들이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한 의미있는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불만제기에 대한 결정문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5 CCR 4631) 
1. 사실에 대한 판정은 수집된 증거에 근거하였다. 사실에 대한 결정 도달에서, 다음의 요인들이 

고려되었다:   
a. 증인들의 증언  
b. 관련된 사람들의 상대적 신뢰성  
c.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이 사건을 대하는 방식 
d. 주장되는 행위에 대한 관련 서류 또는 다른 증거 
e. 과거 사례들에서 제기된 가해자가 취한 유사한 행위  
f. 불만제기인에 의해 제기된 과거의 거짓 주장들 

2. 법에서의 결론  
3. 불만제기에 대한 처분   
4. 이러한 처분의 논리적 근거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주장되는 불만제기에서, 이에 
대한 처분에는 각각의 주장에 대해 보복 또는 차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포함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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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환경 존재 여부에 대한 결정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숙고에 포함될 수 있다:  
a. 이러한 비행이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b. 비행의 유형, 빈도 및 지속 기간  
c. 주장되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d. 이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숫자 및 이 행위는 누구의 지시로 벌어졌는가  
e. 학교 사이즈, 사건 장소 및 이 사건이 벌어졌던 전후상황  
f. 학교에서 여러 다른 사람들이 포함된 기타 사건들 

5.        불만제기에서의 주장을 다루기 위해 그리고 학생 비용 불만제기에 대해 교육법 49013 및 5 CCR 
 4600 에 있는 구제 방법에 맞게 취했거나 취해질 교정 조치들.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에 대한 불만제기에 대해 법으로 
요구되는 통지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a.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교정 조치. 
b. 불만제기인 또는 불만제기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제안되거나 제공되는 개별적인 구제 

방법. 그러나 이 정보는 가해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c. 적대적인 환경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 취한 체계적인 조치  

6. 교육구의 결정을 일력으로 15 일 안에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에 항소할 불만제기인의 권리 
그리고 이같은 항소를 시작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한 통보 
 
결정에는 재발이나 보복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절차 그리고 이와 연결되어 일어나는 문제 보고 
절차들이 또한 포함될 수 있다.  
 
주법에 근거하여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주장되는 
불만제기에서, 불만제기인에게 통지될 결정문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a. 교육구 불만제기 절차 이외에 그는 CDE 에 항소장을 접수한 뒤 일력으로 60 일 안에 중재 

센터 또는 국선/사적 변호사의 도움을 포함하여 민법에서 가용한 구제 방법들을 추구할 수 
있다. (교육법 262.3) 

b. 주법원에 강제적 금지 구제를 추구하는 불만제기 또는 연방법에 근거해 차별을 고발한 
불만제기인에게는 60 일 간의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법 262.3) 

c. 인종, 피부색, 출신국, 성, 성별, 장애 또는 나이에 근거해 차별을 주장하는 불만제기는 
주장되는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 일 안에 미합중국 교육부 민권국, www.ed.gov/ocr 에 
접수할 수 있다.  

 
교정 조치 
불만제기가 실체적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준법 사무관은 법에서 허용하는 적절한 교정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학교 또는 교육구 차원에 중점을 둔 더 큰 범위의 적절한 교정 조치에는 교육구 방침; 교사, 
교직원 및 학생 훈련; 학교 방침 업데이트; 또는 학교 환경 조사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관련된 불만제기의 경우, 
피해자에게 제공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 적절한 처리 방안들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 카운슬링 
2. 학업 지원  
3. 보건 서비스  
4. 교내에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보호인 배정  
5. 가용한 자원 및 유사한 사건이나 보복을 보고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6.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 피해자 분리, 피해자에게 이러한 분리는 처벌이 아니라는 설명 제공  
7. 정의 복원                                                  
8. 후속 조사 – 이러한 행위가 멈추었고 보복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 조사   
9. 징계조치로 이어진 피해자의 지난 행동이 피해자가 받는 치료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불만제기에 설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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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포함된 불만제기에서, 가해 
학생에게 중점을 둔 적절한 교정조치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법에서 허용되는 학급 변경 또는 전학  
2. 학부모/후견인 면담  
3.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  
4. 긍정적인 행동 지원  
5. 학생 성공팀 (SST) 의뢰  
6. 가외활동이나 준-교과 활동 참여가 거부되거나 법에서 허용되는 다른 특권 취소 
7. 법에서 허용되는 정학이나 퇴학과 같은 징계  
직원이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저지른 것으로 
판정된 경우, 교육구는 적용가능한 법과 단체교섭 합의에 의거해 최고 해고가 포함된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구는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 행동 유형에 
대해 학생, 직원 및 학부모/후견인들의 이해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보고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넓게 학교 커뮤니티에서의 훈련과 중재 역시 고려할 수 있다.   
 
불만제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적절한 처리 방안이 불만 제기자 또는 기타 다른 
피해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학생 비용, 보증금 및 기타 다른 요금,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육 수업시간 량(분 수) 또는 지역 콘트롤 
책무안(LCAP)과 관계된 요건에 대한 법률의 비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교육구는 주 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의해 설정된 절차들에 따라 모든 피해 학생 및 
학부모/후견인들에게 처리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법 49013, 51223, 52075) 
 
학생 비용에 관한 법에 대해 비준수가 주장하는 불만제기에 대해서 교육구는 불만제기 접수 이전 1년의 
기간 동안에불법적인 비용을 지불한 모든 피해자 학생과 학부모/후견인들을 판별하고 전 금액 상환을 위해 
성심성의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시도를 해야 한다. (교육법 49013; 5 CCR 4600)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로의 항소  
교육구의 최종 서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불만제기인은 교육구 결정을 수령한 후 일력으로 15 일 이내에  
서면으로 CDE 에 항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교육법 222, 48853, 48853.5, 49013, 49069.5, 51223, 51225.1, 
51225.2, 51228.3, 52075; 5 CCR 4632)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주장되는 불만제기에서 상대방이 
교육구의 최종 서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는 불만제기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CDE 에 항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불만제기인 또는 상대방은 이 결정에 대한 항소의 근거 및 사실이 부정확하며/또는 법을 잘못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항소장에는 지역 교육구에 접수한 불만제기서 원본의 사본 및 해당 불만제기에 대한 교육구의 결정 사본을 
함께 CDE 로 보내야 한다. (5 CCR 4632) 
 
CDE 로부터 불만제기인이 교육구의 결정에 항소하였다는 통지를 받으면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다음의 
서류들을 CDE 로 보내야 한다: (5 CCR 4632) 
 
1. 최초의 불만제기서 사본   
2. 서면 결정 사본   
3. 사건 본질에 대한 요약 및 결정문에서 다뤄지지 않은 경우, 교육구에서 수행한 조사 범위   
4. 당사자들에 의해 제출되었고 조사관에 의해 수집된 모든 메모, 면담 및 서류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사 파일 사본   
5. 불만 해결을 위해 취한 조치 보고서   
6. 교육구의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사본   
7. 기타 CDE 에 의해 요청된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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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 방침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 방침 1312.5  

RyDB®D'D|ßG/SMß gK®RyEMƒR] RyDB®Rn wK∂thEMƒdl qK∂go qK´wl dKµRh R|ßgKß  dJ≥SMß tkfKåd; gK®Ry·RyDB®Rn CNƒdLœDMƒ qK∂wlgkrl D'go 

wLƒtjwJ®dLß  RyDB®  aLç gO∂wJ∂wJ® wJƒckFMƒ DbwlgKßek. RyDB®Rn dLåD|ßEMƒDMß EH∂Fy, gK®tO∂, gK®Qnah aLç dLƒqKßdLßEMƒDMƒ WHßWN∂tLåDmFh eogkau 

akcKßrkwlFh WHßWN∂E/rlFMƒ rleogKßek. 

 

QHß qK∂cLåD; D;EhSMß dj˚Jß tkfKåd; VygUßd; wkDbFMƒ qK®xKƒgkfuSMß rJ†dl dkslfk rkSM∂gkRh gKœflwJ®dLß gKßEh sodptj Dnfl gK®tO∂R] 

RywL®D|ßEMƒDMƒ D'gKß dKßwJßgkRh R/FHœgLå dJ≥SMß G}ßrU∂DMƒ DbwlgkfuSMß rJ†dLƒ  ¥Nßdlek. RyDB®Rn gK®tO∂EMƒdprp RM∂wJ∂wJ® dU®gKƒ AhePƒDMƒ 

Qhdu Wnrl D'go RMƒfPßepdLƒ  XH∂gKœRyDB®RnSMß d[D; qkFmRh RM∂wJ∂wJ®dLß eoG]FMƒ rleogKßek. RyDB®RnSMß Anf[gKß, qofutLådJ≥SMß, 

XN∂aU∂TmfJß, ˚hSMß AntLßrU∂gKß gO∂EH∂DMƒ DHY∂sKœgkwl dKµ Dmau ˚hgKß VH®qKƒwJ®dLß, wJ®D;dp cKß ˚hSMß RH∂rU®wJ® gO∂EH∂dlsk RhtJ∂, DMåfKß ˚hSMß 

qlD' rjTMƒflSMß aKƒEh DHY∂sKœgkwl dKµdmau RyDB®RnSMß dlfjgKß ShfU®dp dL∫djtj RywL®D|ß, gK®tO∂, gK®Qnah aLç  dLƒqKßdLßd; gUœWhFMƒ 

RngKßek.  

 

RyDB®Rn RywL®D|ßEMƒDMß RyDB®Rn qK∂cLåDMƒ D'qKßgkSMß qK∂gowJ®  gO∂EH∂DMƒ dLßtL®gkRh gorUƒgkEhFH® GNßfUßDMƒ qK´Dmau wL®D|ß, gK®tO∂ 

aLç gK®QnAhSMß QHß  qK∂cLådp eogo XH∂Rh qK´Rh Anf[gKß gO∂EH∂DMƒ ekFnrl D'go RmEMƒdprp rkDY∂gKß wJ®wJƒgKß WhclFMƒ wpRH∂qK´SMßek.(qJœwJ® 

cKåwhÆ RyDB®qJœ 32210, 44014, 44810, 44811 aLç rkWn gU∂tkqJœ 243.5, 415.5, 626.8, 627.7) 

 

안전한 학업 장소 법  

RyDB®RnSMß gU∂qJœ 422.55 aLç RyDB®qJœ 220dp dJßRMœE?ß wK∂do, tJ∂qUƒ, tJ∂qUƒ  wJ∂cptJ∂, tJ∂qUƒ  VygUß, RN®wJ®, dLßWH∂ 또는 aLßWH®, WH∂Ry, 

tJ∂wJ® wlgI∂ ˚hSMß dlfjgKß tLƒwp ˚hSMß dLßtL®E?ß XM®wL∂ rkDNßep gKß en rkwlFMƒ  rkwLß rodLßdlsk RmFNœR]D; dUßR}ßDMƒ VhgKågkdu 

tLƒwp ˚hSMß dLßtL®E?ß XM®wL∂dp RMßrjgKß ckqUƒ, R/FHœgLå, VH®fU®, 위gUœ aLç 약자 괴롭히기FhQnxj wkDbTmfjDNß gK®dJœG}ßrU∂ Dbwldp 

gJßtLßgKßek. ckqUƒ, R/FHœgLå, 위gUœ ˚hSMß 약자를 괴롭히는 gO∂위FMƒ AH®rU®gkSMß AhEMß RywL®D|ßDMß dKßwJßgKß  dltK∂ WM®tl WN∂wo WhclFMƒ 

취해야 한다. RyDB®Rn so gK®Rydptj qKƒtO∂ gkSMß gK®RyG}ƒEH∂ ˚hSMß gK®Ry EM∂RyD] R}ßfUßgkdu ckqUƒ, R/FHœgLå, VH®fU®, 위gUœ ˚hSMß 

약자를 괴롭히는 gO∂D'FMƒ gkSMß gK®tO∂DMß X/gK®dp¬kwl dlFmSMß wL∂r[WhclFMƒ qK´DMƒ  tn dL∫ek. tkrJßDMƒ QhRhgkrl D'go, ˚hSMß 

RyDB®RnD; qKß ckqUƒ, qKß D'gUœ, qKß R/FHœgLå, 반 약자 괴롭히기 방침 tkQHßDMƒ qK´rl D'gotJß 학생 지원 서비스부, elfP®xj 

(818) 241-3111 sotJß 1285dp dUßfK®gKßek. 

 

학교 책임 보고서(SARC) 
1988sUß 11D|ƒ  dlGn rkWn RyDB®qJœ 35256DMß Wn rlRMåDMƒ qK´SMß AhEMß RH∂fLœgK®RySMß SARCFMƒ wK®tJ∂gkRh qoQn gkEhFH® DyRngKßek. 
QhRhtjD; AH®wJ®DMß gK®QnAhD] 지역 사회에 rK®  RH∂fLœgK®Rydp eogKß WN∂dygKß wJ∂QhFMƒ wpRH∂gkrl D'gKß  rJ†DmFhtj SARCSMß gK®RyD; 
AH®Vy eKƒtJ∂DMƒ gI∂gKß wLßEhFMƒ QhduWnSMß  GyR]wJ®dLß qK∂vUßdlek. 

 

SARCSMß gK®Ryd] Rm gK®tO∂EMƒdp eogKß qorU∂wJ∂qhFMƒ wpRH∂gkSMß VmFhvkdLƒDMƒ VhgKågkau gK®RyD; tkaU∂, AH®Vy aLç  tJ∂C'FMƒ 

roDygKßek. Wn qJœDMß SARCrk dLßRnXH∂r[gK®wJ® epdlxk, gK®Ry dKßwJßR] gK®dJœ QNßD'rl wJ∂Qh, RyDB® epdlxk, WHƒdJœFBƒ, gK®RMœRbAh, 
RytkD] dLåD|ß wJ∂Qh, RyR]R]wJ∂R] TndJœ wJ∂Qh, WHƒdJœGn WNßqlwJ∂Qh aLç wowJ∂R] wlCNƒ  epdlxk AhEMß rJ†DMƒ vhgKågkEhFH® DyRngKßek. 

C/RMßdp XH∂R]E?ß rkWn qJœDMß SARCrk RytkD; qlwJßRH∂ R]AH® eKåeK∂, CN∂D|ßE/wl dKµDMß Rytktn, CN∂QNßgKß RyR]tj aLç rlxk RywoD; 
DbAn aLç dI∂GhgKß tltJƒ DbwlFMƒ D'go vLƒdygKß QhTnFMƒ dUƒrjgkEhFH® DyRngKßek. 

 

dLßxjsP† wJœRMßdl rkSM∂gKß  gK®QnAhSMß RyDB®Rn D»œtkdlXm www.gusd.net/sarc에 들어가aUß C/RMßd; SARC wJ∂QhFMƒ QHƒ Tn dL∫ek. 
SARCD; tkQHßdlsk qJßdU®DMß DycJ∂tl RyDB®RnD; 대외 정보 부서 또는 온라인 www.sarconline.orgdptj RngKƒ Tn dL∫ek. CnrkwJ® 
wJ∂Qhrk vLƒdy tldpSMß gK®Rysk RyDB®Rn tkAntLƒdp wJßg]Fh gK®Ry qK∂ANßDMƒ d[dI®gkdu gK®Ry gO∂wJ∂R}ß aLç dLåD|ßDMƒ aKßsKƒ tnEh dL∫ek. 

 

학생의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학사년도 동안, 학생들은 간혹 교육 프로그램, 행사 또는 활동들에 대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홍보를 위해 뉴스 매체에 의해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된다. 교육구는 주 법에 준하여 뉴스 매체 대표들이 뉴스 보도를 위해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뉴스 매체에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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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또한 교육구에 의해 성취도 인정, 표창, 교육구 프로그램, 행사,  홍보 포스터, 교육구 웹사이트, 회보, 및 교육위원회 발표의  
취지로 교육구에 의해 사진 촬영 및/또는 비디오 테이프에 촬영될 수도 있다. 학생들은 허가없이 교직원의 사진을 찍는 것이 
금지된다. 
 
우리는 학생과 그들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동시에 뉴스 매체가 우리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와 이미지(사진 및 비디오 

테이프)를 발표할 필요성도 인식한다.    

 
자신의 자녀가 뉴스 매체,  교육구/학교 그룹들 또는 기타 교육구가 승인한 그룹에 의해 촬영된 회보, 학교/교육구 웹페이지, 사회 매체 
및 다양한 출판물(예, 학교 신문)에 사용되는 모든 사진 또는 비디오 영상에 노출을 원치 않는 학부모는 양식 7 을 작성하여 교장에게 
제출한다.   
 

건강한 학교 

학교  석면  안전 - RyDB®RnSMß 1986sUß D;g/dptj XH∂R]E?ß tJ®aUßD'gJå qltK∂eoDM∂ qJœdl DyRngkSMß ahEMß WhrJßEMƒDMƒ r[TH® CN∂WH®tlzlRh 

dL∫ek. Rm qJœDMß tJ®aUßDMƒ VhgKågkRh dL∫SMß rJßCN®ANƒDMƒ  qKÏglRh Rm ANƒwLƒd; R}ßfl ˚hSMß wprj r[G?®dKßD; TnfLœDMƒ DyRngKßek.  

 

eksUßrKß tJ®aUßDMß qK∂dUƒ aLç qK∂g]wpfhtj tkDY∂E/dJ∫Dmau dLƒQn gK®RyEMƒDMß dkwL®Eh tJ®aUßDMƒ sowK∂gkRh dL∫dmsk dLƒqKßwJ®dmFh rJßANƒ 

rjWndLßEMƒFhQnxj ˚JƒdjwLß wjwK∂tLƒdlsk cJßwJ∂ RH∂rKßdp RN®gKßE/dj dL∫ek.   

 

rK®  gK®RyD; tJ®aUß R}ßfldKß DMß rJßAN ƒ dKßwJßrJåtk QhRhtjd] gKå¬p goeK∂ gK®Ry RyAntLƒdptj tkQHßDMƒ 받아 QHƒ Tn dL∫ek. 
 

2000년 건강학 학교법 - 2000sUß rJßrK∂gKß  gK®RyqJœD; DyRnWhrJßDMƒ CN∂WH®tlzlrl D'go RMƒfPßepdLƒ  XH∂gKœRyDB®RnSMß aosUß RywL®D|ß, 
gK®QnAh ˚hSMß GnrUßdLßdprp RyDB®Rnd; tKƒCN∂wp tKƒVh r[G?®dp R}ßgkdu tjaUßDmFh XH∂RhgkEhFH® DyRnE?ßek. 2018-2019 gK®tksUßdp 

eogo RMƒfPßepdLƒ XH∂gKœRyDB®RnSMß goCN∂ R}ßfl tjqlTmFMƒ D'go Wn wJ∂Qn aUßgj gkcJ∂dJœcpdLß 가주의 Pest Options of Orange 
goCN∂R}ßfl g/tkD] r[dI®DMƒ 맺dJ∫Dmau vLƒdytl dkfoD; tKƒCN∂wpEMƒdl 2018-2019sUß EH∂dKßdp tkDY∂E?ƒ  Tn dL∫ek. 

 

tKƒC N ∂wpaU ∂                   WntJ ∂Q N ß                사용도              환경보호기관 

                

tKƒCN∂wpdp eogKß Cnrk wJ∂QhSMß rkWntKƒCN∂wp RbwJ∂RN® D»œtkdlXm www.cdpr.ca.govdptj dKƒdkQHƒ tn dL∫ek. 
 
RMƒfPßepdL ƒ XH∂gKœRyDB®RnSMß D'gJå tnWNßdl “warning(rU∂Rh)” ˚hSMß “danger(D'gJå) ”fKß  aKƒdl EMƒdj dL∫SMß tKƒCN∂wpSMß tkDY∂gkwl 
dKµSMßek. tKƒCN∂wpSMß tkDYH∂E/SMß rU∂Dn, rkwK∂ dKßwJßgKß “caution(WhtLå) ”dlfKß qJåWndp TH®gkSMß rJ†dlau dkEH∂EMƒdl dJ≥DMƒ ˚o 

tKƒvhE?ßek. tKƒVhdLßDMß aosUß dKßwJß GNßfUßDMƒ qK´Rh alRN® G}ßrU∂QhghrlR}ß(EPA)D; fkqPƒ wltltkgK∂DMƒ dJårU®gl WNßtngkau 

øH®  vLƒdytldpaKß tKƒCN∂wpFMƒ tKƒVhgKßek.  

 

roqUƒwJ® tKƒCN∂wp tKƒVhdp eogKß XH∂RhFMƒ qK´rl D'go RyDB®Rndp EM∂FH®gKƒ  rlG/FMƒ 갖rl D'gotJß RywK∂dprp dUßfK®gkEhFH® gKßek. 

 

인터넷 접속/전자 정보 서비스 및 수용 가능한 사용 방침  
RMƒfPßepdLƒ XH∂gKœRyDB®RnSMß  gK®tO∂EMƒR] RywL®D|ßEMƒdl Qhek ej C/tLß R]gK®rlTNƒDMƒ wJœgKƒ Tn dL∫EhFH® gKåDmfh…j rkFmcLåR] qoDNåD; 

rlG/FMƒ WM∂wLßtlzlRh dL∫ek. wJ∂QhwkD|ßdp Qhek ej wJœRMßgkrp gKåDmFh…j DnflEMƒDMß  tpr[FMƒ Dnfl gK®tO∂EMƒdprp rkwuDhSMß rJ†dlau 

Rm rUƒR] RmEMƒDMß ej SH√DMß RyDB®에 대해 그리고 rU∂fU®D; tlwK®dp Qhek ej wKƒ eoqlE?ƒ rJ†dlek. dLßxjsP†DMƒ tkDY∂gkrjsk RyDB®Rn 

D»œtkdlxmdp wJ∂QhFMƒ rptlgkSMß rJ†DMß dLƒwJ∂gKß  qJœwJ®, DBßflwJ® aLç  eheJ®wJ® cO®dLåDMƒ TnqKßgKßek. tkDY∂wkSMß gO∂wJ∂ RbwJ∂ aLç Rmdp 

TnqKßgkSMß wJßwk wJ∂Qh tjqlTm(EIS) 수용가능한 tkDY∂ EH∂D;FMƒ WNßtngodi gKßek(qJœwJ®  cKåwhÆ GUSD BP 1113, AR 1113, BP 
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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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on Ant Gel 
Advion Roach Gel 
Alpine WSG 
Contrac Blox 
D-Fense SC 
Evergreen Pyrethrum 
Fumitoxin 
Nyguard IGR 
Siesta 
Ramik Oats 
Termidor SC 
Transport GHP Insecticide 
ZP AG Oats 
  

Indoxacarb 
Indoxacarb 
Dinotefuran 
Bromadiolone 
Deltamethrin 
MGK 
Aluminum Phosphide 
Pyriproxyfen 
Metaflumizone 
Diphacinone 
Fipronil 
Acetamiprid/Bifenthrin 
Zinc Phosphide 
	  

352-652 
352-627 
499-561 
12455-79 
53883-276 
1021-2560 
72959-1, 72959-2 
1021-1603 
7969-232 
61282-24 
7969-210 
8033-96-279 
12455-102-3240 

 

Roaches 
Ants 
Insects 
Rodents 
Insects 
Insects 
Burrowing Rodents 
Insect IGR 
Fire Ants 
Burrowing Rodents 
Insects 
Insects 
Rodents 



DnflD; WnDy cO®dLåD; gkskSMß tkdlqj 폭력을 중단시키는 rJ†dlek. Tkdlqj 폭력dpSMß wJßG], zJåVbxj ˚hSMß rlxk AntJß 

zjAbslzpdltUß 기기를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dLßxjsP†, ThtUƒ aleldj ˚hSMß ekFMß xpZmSHƒfjwldp R/FHœglSMß aKƒ, 

wL®wJœwJ® 위협 ˚hSMß rlxk goFhDNß RMƒ, 소리 및 영상 wJßTH∂dl vhgKåE?ßek. tkdlqj 폭력dpSMß ˚hgKß xkdLßd; vU∂vKßdp aJ®cLƒDMƒ gkrl 

위go xkdLßd; wJßwk djzkDNßXmdp cLåXngkdu RmD; tLßQNßDMƒ rkwK∂gkSMß  rJ†dl VhgKåE?ßek(qJœwJ®  cKåwhÆ rkWn RyDB®qJœ 49800, 

48900.2, 48900.3, 48900.4, 48900.7 ˚hSMß GUSD BP 5131C) 
 

gK®tO∂EMƒDMß tndJœWN∂  RywJ∂dptj, gK®Ry GnD|ßG}ƒEH∂ cKådu EH∂dKß ˚hSMß RywL®D|ßD; rKåEH®dlsk XH∂wp gkdp dL∫DMƒ ˚o, Gbeo wJßG], 

TmakXmVHß, fOœxKœ zJåVbxj, xpdlQMƒ  rlrl ˚hSMß rlxk ekFMß zjAbslzpdltUß EhRnrK≈DMß zjAbslzpdltUß  rlrld; Thwlrk gjDY∂E?ßek. 

wJßwk rlrlSMß RywK∂ dl vKßwJ∂gkSMß gK®Ry R}ßfUß  qltK∂ tkxo(d[Æ RywJ∂v[T/, wlwLß EM∂) ˚hSMß QhrJß tK∂d; ANßwp qKƒtO∂tl tkDHY∂E?ƒ  tn 

dL∫ek. 추가로 개인 기기들은 교장에 의한 지정에 따라 학업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gkskD; wJßwkwJ∂Qh tjqlTmFhtj dLßxjsP†DMß roqK∂E?ß tpr[wJ® wJ∂QhD; RyG}ßR] zJåVbxj wkD|ßDMƒ RH∂DbgkSMß XH∂tLßaK∂dlek. dLßxjsP†DMß 

R}∂qJåD'gkRh ekdI∂gkau XM®DbgKß dLƒtO∂dp rJƒcLß gK®TMœ wkD|ßDMƒ wpRH∂gKßek. RmrJ†DMß tkDY∂wkEMƒdprp wkD|ßd; tpr[rk rkSM∂gkEhFH® 

RhdKßE?ß rJ†Dmfhtj wJ®wJƒgKß wkFyEMƒD; tJßxO® cO®dLåDMß  tkDY∂wkdp eKƒfu dL∫ek. 

 

eogK®, RH∂RH∂ aLç tkfLœ dUßRnTh, wJ∂QnrlR}ß aLç rldJœcpD] rK≈DMß RH†DmFhQnxjD; wJ∂QhSMß dLƒqKßwJ®DmFh gK®tO∂DY∂DmFhtj aoDn 

wJ®gKœgkau wJ®wJƒgkek. Rmfjsk QnwJ®gKœgKß wkFy dU®tl 온라인dp wKåQH®gkdu dL∫dmau gK®tO∂EMƒDMß dLßxjsP†DMƒ xKågJågkSMß EH∂dKß 

qkfKåwL®gkwl dKµDMß wkFyEMƒdp wJœgKƒ TnEh dL∫ek. RyDB®RnSMß gK®tO∂EMƒD; tkDY∂DMƒ 감독하지만 gK®tO∂EMƒdl wJœgkSMß  AhEMß wkFyEMƒD; 

D}ßwJß XH∂wpSMß  rlTNƒwJ®DmFh QNƒrkSM∂gKß rJ†dlek. 

 

qlFH® XH∂wpgkRh dL∫ekRh gkduEh gK®tO∂EMƒDMß dLßxjsP†R] rlxk wJßwkwJ∂Qh tjqlTm(EIS)dptj dJ´DMƒ Tn dL∫SMß  ekdI∂gKß wkFyEMƒdp 
wJœgKƒ tn dL∫ek.  dlSMß DBßflwJ® VyWNßDMƒ RhTngkSMß gK®tO∂EMƒdprpSMß  Dbflgkek. RyDB®RnSMß gK®tO∂EMƒdprp wJßwkwJ∂Qh wkD|ßD; 

DBßflwJ®dlau wJ®wJƒgKß tkDY∂DMƒ rkFmclRh dL∫Dmsk wkFy tJßxO®dp dL∫djtj QnwJ®wJƒgKß gO∂EH∂R] RH∂aLß wJ∂tLßDMƒ QhdlSMß  gK®tO∂dprpSMß 

tkDY∂dl RMåwlE/rjsk wJ∂gK® aLç X/gK® rkSM∂tJ∂dl VhgKåe/SMß ekFMß GNßDB®Whclrk QnR]E?ƒ TnEh dL∫ek. 

 

dLßxjsP† tkDY∂DMß wJßtKßaK∂D; QH®wKœgKß wpGbFMƒ XH∂gkdu WhwJ∂E?ßek. wJßtKßaK∂D; D|ßaKßgKß DNßdU∂DMß dJårU®gKß tkDY∂ wlcLåDMƒ WNßTngkSMß 

eKßaKƒrl tkDY∂wkEMƒD; wJ®wJƒgKß VNågO∂dp eKƒfudL∫ek. dl wlcLåDMß tkDY∂wkEMƒdl dLßxjsP† tkDY∂R] R}ßfUßE?ß cO®dLåEMƒDMƒ TN®wlgkEhFH® 

akfUßE?ß rJ†dlek. gK®tO∂EMƒR] RywL®D|ßEMƒDMß  dl gK®TMœ EhRnD; wJ®wJƒgkRh DHƒqkFMß tkDY∂DMƒ dlgogkRh dlgO∂gKƒ rJ†dl rleoE?ßek. 

 

RyDB®Rn zJåVbxjFMƒ XH∂gKß wJßwkwJ∂Qh tjqlTm tkDY∂dl gjDY∂E/rl wJßdp gK®tO∂EMƒDMß  ekDMå tkgK∂EMƒDMƒ dlgO∂godi gKßek: 

•   RyDB®RnD; DHƒqkFMß tkDY∂ qK∂cLådp R}ßgKß wltlFMƒ qK´SMßek. 
•   tkDY∂wkFhtjD; cO®dLådp eogo qoDNßek.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적절한  사용  방침   
사용  조건  및  규칙   
1. wJ®wJ ƒgK ß  tkD Y ∂ : 
     a) wJßwkwJ∂Qh tjqlTmD; AH®wJ®DMß EH®XM®gKß wkD|ßR] gUœEH∂ rlG/FMƒ wpRH∂gKåDmFh…j WhtkdUßRnD] RyDB®D; wlD|ßdp dL∫djtj           

  eoG]FMƒ CH®wLßtlzlSMß  rJ†dlek. tkDY∂wkFhtjD; wkrU®DMƒ r[TH® Dbwlgkrl D'gotj gK®tO∂EMƒDMß RyDB®RnD; RyDB®wJ® tkDY∂     

  AH®wJ®DMƒ  wlD|ßgkRh VNågO∂dl RmrJ†R] dLƒclgodi gKßek. AhEMß wJßwk wJ∂Qh tjqlTmD;  tkDY∂wkEMƒDMß RyDB®RnD; RbcL® aLç        

  DHƒqkFMß tkDY∂ qK∂cLåDMƒ WNßTngodi gKßek. 

 b) dUßqK∂ ˚hSMß WnwJ∂QnD; qJœRbdp D'qoE/SMß AhEMß wkFyEMƒD; wJßeKƒDMß RMåwlE?ßek. durldpSMß wjwK®R|ßdl dL∫SMß wkFy,       

  gUœqK®wJ®, DMåfKßgKß wkFy ˚hSMß rldJœqlaLƒFh QhGhE?ß wJ∂Qhrk VhgKåE/sk dlrJ†EmƒdpaKß RN®gKßE/SMß rJ†DMß dkslek. 

    c) tK∂dJœwJ® AH®wJ®D; tkDY∂DMß dLƒqKßwJ®DmFh gjDY∂E/wl dKµSMßek.  

    d) wpVNå R}∂Rh ˚hSMß wJ∂clwJ® FhqlG}ƒEH∂DMƒ D'gKß tkDY∂DMß RMåwlE?ßek 

2. 권리가  아닌  특전  : 
 wJßwkwJ∂Qh tjqlTmD; tkDY∂DMß R|ßflrk dksLß XM®wJßdlek. dlEMƒ WhrJßEMƒR] RbcL®EMƒD; D'qKßDMƒ vhgKågKß QnwJ®wJƒgKß tkDY∂DMß     

 tkDY∂wkD; XM®wJß C'ThFMƒ ChfogKßek. RyDB®RnSMß wJ®wJƒgKß tkDY∂DMƒ RbwJ∂gKƒ R|ßgKßdl dL∫Dmau djSm˚oEMß tkDY∂ WN∂wl ˚hSMß     

 RMåwlFMƒ  aU∂gKƒ tn dL∫ek. 

3.  rKåE H ® :  
 RyDB®RnSMß  캠퍼스에 있는 동안 교육구 소유이건 개인 것이건 테크날러지D; djSm XM®wJ∂gKß tkDY∂D; wJ®gKœtJ∂DMƒ vKßwJ∂gkrl D'go 

 AhEMß wkFyEMƒDMƒ rJåXhgkRh tkDY∂wkD; G}ƒEH∂DMƒ Wntl rKåEH®gKƒ R|ßgKßDMƒ QhDbgKß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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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셜 미디어 감독 : 

 교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소셜 미디아 모니터링 시스템과 계약할 권리를  보유한다. 

 가주 교육법 49073.6에 대한 준수로, 교육구는 다음을 이행할 것이다: “학생이 18세가 된 후 1년 또는 학생이 

 교육구, 카운티 교육부 또는 챠터 스쿨에 더 이상 등록되지 않은 1년 후 어느 쪽이 먼저이든 소셜 미디아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파기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 
5. 예의:   

 gK®tO∂EMƒDMß  wJßwkwJ∂Qh tjqlTmdptj dLƒqKßwJ®dmFh qK´dkEmfuwlRh dL∫SMß d[wJƒd; RbDBƒEMƒDMƒ WNßtngkrLƒ qkfKßek. durldpSMß     

 dlEMƒdp RN®gKßE/SMß rJ†DMß dkslwlaKß ekDMåR] rK≈DMß rJ†EMƒdl VhgKåE?ßek. 

     a) DY®tJƒ, qlTH®dj ˚hSMß rlxk QnwJ®wJƒgKß dJßdjtkDY∂DMƒ RMåwlgKßek. 

     b) xkdLßdprp 모욕적인 메시지를  wJßeKƒgkwl dKµSMßek. 

    c)  dUßqK∂ ˚hSMß WnwJ∂QnD; qJœRbdp djRM†skSMß  G}ƒEH∂DMƒ gkwl dKµSMßek.  
 d)  rodLß Wnthsk wJßG] qJßGhFMƒ qKÏglwl dKµSMßek. 
     e) wJßwkDnvUßDMß tkwJ®dLßrJ†dl AH†E?ßek.tlTmxPå tkDY∂wkEMƒDMß AhEMß apdLƒdp wJœTH®할 TndL∫ek. QneK∂gKß tkDY∂dlsk QNƒqJœ적         

  G}ƒEH∂R] dUßR}ßE/rjsk RmrJ†EMƒDMƒ wlD|ßgkSMß aptlwlSMß  eK∂RN®dp QhRhE/au tkDY∂wkSMß tkDY∂ XM®wJßDMƒ tK∂tLƒgkrp E?ßek. 

 f)  ekFMß wJßtKßaK∂ tkDY∂wkFMƒ qK∂gogkSMß tL®DmFh wJßtKßaK∂DMƒ  tkDY∂gkwl dKµSMßek.  
    g)  wJßtKßaK∂DMƒ XH∂gKß AhEMß XH∂tLßR] wJ∂QhSMß tkwJ® wotKßDmFh rKßWnE/AmFh vUßwLœ, THßtK∂ ˚hSMß tK®wpgotJß  dKß E?ßek. 
6. 무보증:  

     RyDB®RnSMß  RyDB®Rnrk wpRH∂gkSMß tjqlTmdp eogkdu aU∂tl ˚hSMß gKåCN®E?ß dj˚jgKß QhWM∂Eh gkwl dKµDmau tkDY∂wkrk dLœSMß dj˚Jß 

 vlgodp eogkduEh cO®dLåDMƒ  wlwl 않는다. durldpSMß  RyDB®RnD; ThGHƒ ˚hSMß tkDYH∂wkD; tLƒTnsk aK∂rK®DmFh dLßgo dirlE?ß 

 wldUß, wJßeKƒ tLƒvo, GHßgKœ wJßeKƒ ˚hSMß tjqlTmD; ckeKßDmFhQnxj dLƒdjskSMß epdlxk  tK∂tLƒdl VhgKåE?ßek. 

 

     dLßxjsP†DMƒ XH∂gkdu dJ´djwLß wJ∂QhD; tkDY∂DMß tkDY∂wk wktLßdl rjrldp TnqKßE?ƒ Tn dL∫SMß D'gJåDMƒ rKåTngodi gKßek. RyDB®RnSMß 

 TMœEM®gKß wJ∂QhD; wJ∂G}®tJ∂R] wLƒdp eogKß cO®dLådl dJ≥DMåDMƒ aU∂G}®gl qKÏgLßek. AhEMß tkDY∂wkEMƒDMß  wJ∂QhD; wJ∂G}®tJ∂DMƒ D'go Rm 

 CNƒcjFMƒ  vU∂rkgodi gKƒ rJ†dlek. 

 

 교직원 및 학생들은 GUSD 소유가 아닌 자신의 테크날러지 기기에 대해 전체적 책임을 진다. 이는 기기의 안전,                       

 보안 및 유지를 포함한다. GUSD는 사용료/정보 이용료, 업그레이드, 파손 및 대체비를 포함하여 개인 

 테크날러지 기기의 사용과 관계된 어떤 채무 발생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교육구는 GUSD 구축망에서만 인터넷 콘텐츠(내용)을 여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 이상의 인터넷 연결을 

 가진 개인 기기들에 대해, 학생들이 인터넷 접속을 위해 GUSD 구축망 사용을 강력히 제안된다. 인터넷 접근의 

 부적절한 사용은 징계 조치의 대상이다.  

7. 보안:  

    a) zJåVbxj tlTmxPåD; QhdKßDMß XM®gl RmrJ†dl ekTnD; tkDY∂wkEMƒdl dlDY∂gkSMß rU∂Dn C/DntJß tkgK∂dlek. tkDY∂wkSMß xkdLßdl       

  wkrlD; dKåGhFMƒ tkDY∂gkwl AH†gkrp gkdudi gKßek. dKåGhSMß tlTmxPå QhdKßDMƒ D'go, RmflRh tkDY∂wkD; XM®wJßR]         

  tlTmxPåD; wlTH®wJ® tkDY∂DMƒ D'go QhGhE/djdi gKßek. 

 b) wJßwkwJ∂Qh tjqlTmtK∂dptj wKåwowJ®dLß QhdKß ANßwpFMƒ  찾dk sOƒ Tn dL∫ekRh aL´SMß gK®tO∂EMƒDMß  Rytksk gO∂wJ∂dLßdprp            

  XH∂Qhgodi gkau ekFMß tkDY∂wkEMƒdprp RmrJ†DMƒ go QhdutjSMß dKßE?ßek. 

 c) wJßtKßaK∂ QhGhwK∂clD; DnG/, ThVmXmsk gkEmD«djD; RntJ∂ WhwK® ˚hSMß 자신의 권한이 부여된  접근을 넘는 모든                  

  wJßwkwJ∂Qh tjqlTmdp EMƒdjrkfuSMß  tlEhSMß  tkDY∂wk XM®wJßD; C'ThFMƒ ChfogkRh GnTH® GNßDB®Whclrk ˚kFmrp E?ßek. 

    d) QhdKß tK∂D; D'gJådLßDmFh vKßqUƒE?ß tkDY∂wk ˚hSMß RyDB®Rnsk ekFMß zJåVbxj tlTmxPådp ANßwpFMƒ  dLƒdmzU∫eJß sofU®dl dL∫SMß        

  tkDY∂wkSMß  RyDB®Rndp D;go wJßwkwJ∂Qh tjqlTm tkDY∂dl RMåwlE?ƒ Tn dL∫ek.  
8. 훼손 및 괴롭히기:  

 a) G«THßR] R/FHœgLåDMß  tkDY∂wk XM®wJßD; C'ThFMƒ Chfogkau ekFMß GNßDB®Whclrk C'gowLßek. 

  • G«THßDMß ekFMß tkDY∂wkD; epdlxk ˚hSMß RyDB®Rn wJßwkwJ∂Qh tjqlTmD; wkD|ßDMƒ  THßtK∂, TnwJ∂gkRh vkTHßgkfuSMß dK®D;wJ®        

   tlEhFh wJ∂D;E?ßek. durldpSMß  zJåVbxj qkdlfjTmFMƒ DHÅrlrjsk aKßEmSMß rJ†dl vhgKåE/au dlrJ†EmƒdpaKß RN®gKßE/wl       

   dKµSMßek. 

     • R/FHœgLåDMß ekFMß tkDY∂wkFMƒ  øMßWLƒrlrp CnRMßrjflrjsk xkdLßD; dLƒdp rKßtJœgkSMß rJ†DmFh wJ∂D;E?ßek. durldpSMß          

   tK∂eoqK∂dl D|ßcl dKµSMß wJßwk DnvUß qKƒTH∂dl VhgKåE/au qleKß dlrJ†dpaKß RN®gKßE/SMß rJ†dl dkslek. 

9. 사용절차:   

  a) gK®tO∂ tkDY∂wkEMƒDMß  RyDB®Rn wJßwkwJ∂Qh tjqlTm tkDY∂dp dK√tj gK∂tK∂ RmEMƒD; RytkEMƒFhQnxj TM∂dLßDMƒ qK´djdi gkau            

  gK®tO∂EMƒDMß  tjaUß ˚hSMß  gK®RMœD; wltlFMƒ WNßTngodi gKßek. 

  b) AhEMß tkDY∂wkEMƒDMß  zJåVbxj wK∂ql tkDY∂dp dL∫djtj RBßEM∂gKß R|ßgKßDMƒ rkwLßek. RmfjAmFh tkDY∂wkEMƒDMß rpdLåDMƒ gKßekEMßwl       

  qlgK®dJœwJ® G}ƒEH∂DMƒ D'go zJåVbxj wkD|ßDMƒ tkDY∂gotjSMß dKß E?ßek. ˚hgKß tkDY∂wkEMƒDMß RyDB®Rnrk wpRH∂gkSMß WH∂dl aLç dL∂Zm        

  zkXmflwl rK≈DMß RH∂RMœANƒEMƒDMƒ sK∂qlgkrjsk rkwurktjSMß dKß E?ßek. 

42 



10.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자료들:   

 tkDY∂wkEMƒDMß tkDY∂wk, gK®QnAh, Rytk aLç·˚hSMß  gO∂wJ∂dLßEMƒdl SHßfKßD; duwlrk dL∫ekeJßrk QnwJ®wJƒgkrjsk gUåDhrKåDMƒ    

 WNßekRh Sm¬lSMß  wkFyEMƒ을 접gKƒ tnEh dL∫ek. aKßdLƒ gK®tO∂EMƒdl DndUßgl RmfJß wkFyEMƒ을 접gKƒ rU∂Dn WM®tl ˙kwuskD]    

 Rytksk gO∂wJ∂dLßdprp XH∂Qhgodi gKßek. RmfjgKß wkFy wJœTH®DMƒ tlEhgkwl dKµSMß rJ†DMß tkDY∂wkD; cO®dLådlek. DndUßgl     

 접gKƒ rU∂Dn, Rm wkFyFMƒ ekFMß tkDY∂wkEMƒdprp QhduWndjtjSMß dKß E?ßek. 

11. 정보 테크놀러지 수색:  

 RyDB®RnD; wJßwkwJ∂Qh tlTmxPå tkDY∂D; gKß WhrJßDmFhtj RyDB®RnSMß RyDB®Rn tlTmxPåd; wK∂qldp tkDY∂e/SMß ahEMß wkFy          

 (ThVmxmD«dj, QnTH®wK∂ql EM∂)DMƒ rJåXhgkRh RyDB®Rn 캠퍼스에서 사용한 gK®tO∂ rodLßd; rlrlFMƒ TntO®gkRh wK∂qld]                 

 spXmD\Zmdp eogKß XM®wJ∂ tkDY∂dp eogKß wJ®wJƒtJ∂  duQnFMƒ vKßwJ∂gkrl D'go tkDY∂wkD; G}ƒEH∂DMƒ wJårJågKƒ R|ßflFMƒ djSm ˚oEMß         

 qhDbgKßek. RyDB®Rn의 모든 캠퍼스에서 xpZmSHƒfjwldp eogKß QnwJ®wJƒgKß tkDY∂DMß tkDY∂ XM®wJßD; tK∂tLƒ aLç·˚hSMß               

 wL∂r[WhclFMƒ  chfogKƒ tnEh dL∫ek. 

12. 학부모의 학교 통고Æ  

 gK®QnAhSMß wksudprp RyDB®Rn wK∂ql 및 duR]E?ß 인터넷 접속을 XH∂gKß 인터넷 rJåtO® rlG/rk WndjwlrLƒ D|ßcl dKµSMß rU∂dn     

 tjaUßDmFh RywK∂dprp XH∂RhgKƒ Tn dL∫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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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터넷  안전에 관한  
학부모 정보  

 

RMƒfPßepdLƒ  XH∂gKœRyDB®RnSMß gK®tO∂EMƒdprp dKßwJßgKß GK®dJœG}ßrU∂DMƒ wpRH∂gkSMßep wkQntLåDMƒ Sm¬Lœslek. gK®tO∂EMƒd; QnwJ®wJƒgKß  dLßxjsP† 

tkDY∂DMß wJßRM®wJ®DmFh eoEnE/Rh dL∫SMß ANßwpdLœslek. dl ANßwpSMß wKåwowJ®DmFh goFhDnau wjG;SMß dl EhwJßdp eogo 귀gkD; wlD|ßDMƒ 

DycJ∂EmfLœslek. 

 

wJßRN®wJ®Dmfh gK®RyEMƒDMß dLßrldL∫SMß ThtUƒspXmd\zL ∂ D»œtkdlXmdp rptlE? ß wJßwk xpZmS H ƒfjwlF M ƒ tkD Y ∂gkdu πmduWLß 

aptlwlD; rUƒR]Fhtj gK®tO∂EMƒD; QnwJ∂wJ® gO∂EH∂dl WM∂rkgKåDMƒ AH®rU®gKœslek. ekTnD; tkdlXmE M ƒD M ß gK®tO∂EMƒdl XH∂tK∂wJ®DmFh 

dJƒRNƒDMƒ  akWngkSMß eoG]dptJß  gkwl dKµSMß aKƒDMƒ ekFMß gK®tO∂EMƒR] WnRh qK´Dmau rptlgkSMß WM®tJ® aptlwlFMƒ wJßgkSMß DyThFMƒ 

rkwlRh dL∫TMœslek.  

 

dlfjgKß D»œtkdlxmEMƒdp eogKß dLßrlSMß WM∂rkgkRh dL∫SMß EM†gKœslek. d[FMƒ EMƒaUß  vpdlTmQN®(Facebook.com)DMß rkdLœwkrk 10dJ®aU∂DMƒ 
sJådJ∫ekRh gkau tpr[wJ®DmFh gK®tO∂EMƒ rKßdp rkwK∂  dLßrldL∫SMß “aptlwl RyG}ß” wK∂ThD; gkskrk E/dJ∫TMœslek. 
 

Rmfjsk QNƒgO∂glEh dlEMƒ D»œtkdlXmEMƒd; dLƒQnSMß dkEH∂ dI®xKƒwk, “사이버 불리” aLç  tkrløNßEMƒdp D;go dlDHY∂E/Rh dL∫TMœslek. 
wjG;rk dKƒRh dL∫SMß gKß dlEMƒ  D»œtkdlXmD; soDYH∂DMƒ rKåtlgKƒ tJ∂dLß cO®dLåwkSMß dJ≥Dmau dLƒQn gK®tO∂EMƒDMß DHßfkdLß 

QNƒfL∂dp  cKådugkrjsk ekFMß gK®tO∂EMƒDMƒ goclrl 위go tkdlxmFMƒ  tkDYH∂ gKœslek. Th위 “tkdlqj QNƒfl” fkSMß gK®tO∂EMƒDMß 9-14tp 
tkdlD; dkEH∂EMƒfhtj rUƒR]FMƒ AH®rU®gKå dJ≥dl xkdLßDMƒ goclrl 위go DHßfkdL_ßd; dL®aU∂tJ∂DMƒ dlDHY∂gKœslek. DHßfkdLßDmFh 약자 

괴롭힘을 eK∂gKß gK®tO∂EMƒDMß wktLßd; dLßxjsP† tkDHY∂dl RMåwl eK∂gKƒ¬k EnfuD\ rKßGH® dlfjgKß tkrJßEMƒDMƒ QhRhgkwl dKµTMœslek.  

 

dnfl gK®Ry qK®®dptj tJ∂dLßEMƒdl cJ∂ThsUßDmfh rkwK∂gkdu gK®tO∂EMƒD; coxL∂FNådp wJœRMßgkSMß rU∂Dnrk dL∫Dmau dlfjgKß wJœCH®DMß rKßGHN® 

qlRM®DmFh dldjwlSMß rU∂Dnrk dL∫TMœslek. dLƒQn D;tLågkwl dKµSMß gK®tO∂EMƒDMß dI®xKƒwkrk gK®tO∂d; wLœ ˚hSMß gK®Ry WnThFMƒ dKƒdksOƒ Tn 

dL∫SMß  aKµDMß rodLßwJ∂QhFMƒ rptlgkdu dI®xKƒwkD; 쉬DNß vywJ®dl E?œslek. 

 

RMƒfPßepdLƒ XH∂gKœRyDB®RnSMß 여러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 tkDY∂DMƒ gK®Ry zJåVbxjFhQnxj ckeKßgkdU∫TMœslek. wjG;SMß wJ®wJƒgkekRh 

vKßeKßE/aUß dlfjgKß QnwJ®wJƒgKß wkFyEMƒDMƒ r[TH® ckeKßgKƒ  rJ†dLœslek. 

 

gK®QnAhSMß wksurk dLßxjsP† tK∂dptj AndJ†DMƒ …mRh dL∫Dmau tK∂eoqK∂DMß dj˚Jß eKœDMƒ rptlgkSMßwl dKƒRh dL∫djdi gKƒ  rJ†dLœslek. 

dlfjgKß D»œtkdlXmE M ƒD M ß  RH∂RH∂ dU∂dU®dlAmFh RmRH†d; rptlANƒEMƒDMß dLßxjsP†  wJœTH®dl rkSM∂gKß tkfKådlaUß snRnsk QHƒ Tn 

dL∫TMœslek. qlFH®  eoQnQNßd; rptlANƒDMß RmfJ©wl dKµwlaKß dLƒQnSMß QnEheJ®wJ®dlrjsk QNƒZ‘gkrjsk QNƒqJœwJ®dLß rJ†dLœslek. 

D|ßgktLßekaUß 귀gk¬ptjSMß rodLßwJ®DmFh RmfjgKß tkdlXmE M ƒdp wJœT H ®gkdu WhtkgKƒ Tn dL∫DMƒ rJ†dLœslek. tjqlTmS M ß 

Anfydlau tkDHY∂wkSMß dlapdLƒ 주소를 tkDHY∂gkdu EM∂FH®gKƒ tn dL∫TMœslek. dLƒeKß EM∂FH®E/aUß 귀gk¬ptjSMß dlFMåR] dlapdLƒDMƒ XH∂go 

wksuD; EM∂FH®duQnFMƒ whtkgKƒ Tn dL∫TMœslek. 귀gk¬ptjSMß 귀gkD; rjWn tl dlFMåDMƒ dLœfU®gkdu Whtk rUƒR]FMƒ qJå위FMƒ WHœgLƒ  tn 

dL∫Dmau wksurk D»œtkdlXmdp rptlgKß rodLßwJ∂Qh, aptlwl, dLƒrl aLç  tkwLß WH∂FbEMƒDMƒ QHƒ Tn dL∫DMƒ  rJ†dLœslek. 

 

조언 및 정보 출처  
wjG;SMß 귀gk¬ptj dLßxjsP†d; wKåwowJ® 위gJådp eogo wksuD] dldirl skSntlEhFH® R|ßRhgKœslek. wksurk Facebook, 
Instagram, Twitter  ˚hSMß Rmd] DbtkgKß D»œtkdlXm djzkDNßXmFMƒ rkwlRh dL∫SMßwl ANƒdjQhtLœtlDy.  wksurk 귀gkD; TM∂dLß gkdp 

RmfjgKß tkdlxmFMƒ tkDYH∂ gkRh dL∫DMƒ rU∂dn, rodLß aLç tLßQNßdl ShCNƒE?ƒaKßgKß wJ∂Qhrk rptlE/wl dKµEhFH® wksuD; VmFhvkdLƒDMƒ 

rJåXhgkSMß rJ†dl WH©DMƒ rJ†dLœslek.  

 

wjG;SMß wksuD; dLßxjsP† tkDHY∂ tl dKßwJßDMƒ  QhwK∂gkrl 위go RbcL® aLç wlcLåDMƒ wJ∂gktlEhFH® R|ßwK∂gKœslek. dLƒQn D»œtkdlXmSMß 

dLßxjsP†  dKßwJßDMƒ 위gKß wlcLåDMƒ gK®Qnah ˚hSMß rkWH®dprp wpRH∂gKœslek. d[Æ www.commonsensemedia.orgd; 
Commonsensemedia.org, http://www.safekids.comD; SafeKids.com aLç http://www.webwisekids.org d; Web Wise Kids , wJßG] 
866-WEB-WISE,  dlapdLƒ webwisekids2@aol.com) 
 
RMƒfPßepdLƒ  XH∂gKœRyDB®RnSMß Dnfl gK®Ry sodp r[TH®gkdu dLßxjsP†  dKßwJßDMƒ wpRH∂gKƒ  rJ†dLœslek. gK®Qnah dU®tl rkwJ∂dptj dLßxjsP† 

tkDHY∂DMƒ rKåEH®gKƒ rJ†dl WN∂DygKœslek. 

 

Dnfl gK®tO∂EMƒD; dKßwJßdp eogKß 귀gkD; wlD|ß  aLç gUœWhdp rKåtkEmfLœsl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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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교육법 48980항은 rK® gK®QnAhsk GnrUßdLßdprp ekDMåD; rkWn RyDB®qJœ aLç rlxk R}ßfUßqJœ WhgK∂EMƒdp R}ßgo XH∂RhgkEhFH® 
RbwJ∂gKœslek. dlrJ†DMß R'gkD; vUßD;FMƒ D'go D;dU®E?ß rJ†dlau XM®wJ∂ WhgK∂dp eogKß tJƒaU∂dlsk D|ßANßDMß rK® gK®RyD; gO∂wJ∂R}ßdprp 

dycJ∂gkdu QHƒ Tn dL∫TMœslek. 

 

221.5Wh - rU ∂fU® zkD N ßT M ƒf L ∂Æ 7-12gK®sUßtO∂EMƒdprp rlG/RBßEM∂D; D|ßcL® gkdp WndjwlSMß wL®dJœ tK∂eKå aLç gK®R] tJßxO® rlG/FMƒ 

wpRH∂gkRh dL∫DMåDMƒ gK®QnAhdprp dKƒfLßek. dl WhgK∂DMß ^hgKß gK®QnAhdprp tK∂eKådlsk rUƒwJ∂dp cKådugKƒ R|ßflrk dL∫DMåDMƒ dKƒfLßek. 

 

32255Wh - E H ∂A N ƒE M ƒdp eogKß goF H œrjsk vkR/wJ®dL ß tkD Y ∂D M ƒ rjQngK ƒ R|ßflÆ DbclD|ßQnxj 12gK®sUß¬kwlD; gK®tO∂EMƒDMß 

RmEMƒdl EH∂ANƒEMƒdp eogKß goFHœRh vkR/wJ®dLß tkDY∂dmfh tO∂rK®e/SMß gK®TMœG}ƒEH∂dp eogKß cKåduFMƒ rjQngKƒ R|ßflFMƒ rkwLßek. eocp 

VmFhRmfOå ˚hgKß ekFndjwLßek. 

 

35183 aLç 35183.5Wh  - Q H ®wK ∂ RbcL®·rO ∂ Q H ®w K ∂Æ RyDB®RnEMƒdprp “rO∂ R}ßfUß DH†ckfLå”DMƒ qK∂wlgkrl D'gKß QH®wK∂ RbwJ∂ 
coxO®d; R|ßgKßDMƒ Qndugkau ˚hgKß RyDB®RnEMƒdl gK®tO∂EMƒd; wJßRy RyQH® cK®DY∂DMƒ dyRngkSMß QH®wK∂ RbwJ∂ qK∂cLå coxO®D; R|ßgKßDMƒ 

QndugKßek, RyDB®Rnrk QH®wK∂ RbcL®DMƒ coxO®gkrjsk DbslVHå  cK®DHY∂DMƒ DyRngkSMß rU∂dn, gK®QnAhSMß wJ®djEh 6roD|ƒ wJßdp XH∂Rh qK´Rh 

rU∂wpwJ®DmFh QNƒDngKß gK®tO∂dp eogo EhDNåDMƒ qK´DMƒ R|ßflrk dL∫ek. skdkrktj 35183.5whSMß ˚hgKß gK®Ryrk TndJœdLƒ G}ƒEH∂  EH∂dKß 

DH®D/DYH∂ gO†qU≈ ckeKßDY∂ QH®wK∂DMƒ gjDY∂gkEhFH® DyRngkau D;tkD; apAhsk cjqK∂ dJ≥dl TndJœdLƒ  EH∂dKßD; tJßTmZmfLß tkDY∂DMƒ gjDY∂gKßek. 

 

35291 aLç 35291.5Wh - G N ßD B ® RbcL®Æ rK® gK®RySMß gK®Ry D'D|ßG/dp d;go TnfLœE?ß GNßDB® RbcL®DMƒ rkwLßek. RyDB® D'D|ßg/dp 

d;go TM∂dLßE?ß dl RbcL®EMƒDMß rK® gK®Ryd] RyDB®Rn tkAntLƒdptj qK´dk QHƒ tn dL∫ek. 

 

32280Wh dlgk - VhR} ƒwJ® gK®Ry dKßwJ ßdK ßÆ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rK® gK®RyEMƒDMß wogo eoqldKß aLç qltK∂tl wJƒckFMƒ 
VhgKågkSMß VhR}ƒwJ® gK®Ry dKßwJßdKßDMƒ TnfLœgKßek. rK® gK®Ry RyAntLƒdpSMß tkfKåEMƒdl dLÏdj QHƒ Tn dL∫EhFH® tkQHßDMƒ qlclgKßek. rK® 

gK®RySMß  wJ∂rlwJ®DmFh G]wo aLç qltK∂tl GNßfUßDMƒ  tLƒtlgKßek . 

 

39831.5Wh - gK®Ry qjtm dKßwJ ßÆ R]rj, gK®RyQjTmFh XH∂gK®gkwl dKµDMß gK®tO∂D; gK®Qnah·GnrUßdLßDMß gK®tO∂ EM∂FH®tl aU∂tlE?ß 

gK®Ry qjTm dKßwJßdp R}ßgKß  wJ∂QhFMƒ qK´SMßek. dlSMß  dbdkD|ß, DbclD|ß aLç  1-6gK®sUß AhEndp goeK∂E?ßek.  

 

46010.1Wh - eod/ql d;Fy tjqlTmÆ gUßgO∂ qJœDMß gK®Ry eK∂RN®dl 7-12gK®sUß gK®tO∂EMƒdl gK®QnAhD; EH∂d; dJ≥dl soaLƒ tmfjDNß 

D;Fy tjqlTmFMƒ qK´DMƒ AH®wJ®dmfh TndJœ QNƒcKågkSMß rJ†DMƒ gjDY∂gKßek. 

 

46014Wh - W H ∂RywJ® G N ßfU ßÆ RyDB®D'D|ßG/SMß gK®QnAhsk GnrUßdLßD; tjaUß TM∂fK® gkdp WH∂RywJ® G}ƒEH∂dlsk RyDB®dp cKårkgkrl 

D'gKß gK®tO∂D; rUƒtJ®DMƒ gjDY∂gKƒ Tn dL∫ek. 

 

48206.3Wh - dLƒtlwJ® wK ∂do; roqUƒ wlEhÆ dLƒtlwJ®dLß tLßcp wK∂doFh dLßgo wJ∂Rb TndJœdp CNƒtJ®gkwl AH†gkSMß gK®tO∂EMƒDMß 
rjWnwl RyDB®RnFhQnxj RyDB® wpRH∂DMƒ qK´SMßek 

 

48208Wh - dLƒtlwJ® wK ∂do; gK®QnAh에 의한 X H ∂RhÆ dLƒtlwJ® tLßcp wK∂dotO∂D; gK®QnAhsk GnrUßdLßDMß DbwkrU® qU∂D|ßdl 

D'clgKß goeK∂ RyDB®Rndp gK®tO∂D; WHßwoFMƒ dKƒfLƒ cO®dLådl dL∫Dmau Rm gK®tO∂dp eogKß wJ®wJƒgKß RyDB® wpRH∂DMß Rm RyDB®RnD; 

cO®dLådlek. 

 

48900.1Wh - gK®QnAhD; DyRnE/S M ß TndJœ cKåduÆ RyDB®D'D|ßG/ qK∂cLåDMß Rytkrk Rmdp D;go wJ∂gK®E?ß  gK®tO∂d; gK®QnAh ˚hSMß 

GnrUßdLßdl gK®tO∂d; ZMƒfoTmdptj TndJœdLƒD; dLƒQndp cKåtJ®gkEhFH® gkrp gKßek. 

    

48904Wh - D;EhwJ® qlgO ∂ cO®dL åÆ altJ∂sUßwkD; gK®QnAhsk GnrUßdLßDMß xkdLßd; tK∂gosk tkaK∂ ˚hSMß gK®Ry wotKßD; vkTHßDMƒ 

chfogkSMß altJ∂sUßwkD; D;EhwJ®  gO∂d'dp eogo cO®dLåDMƒ  wlau ˚hgKß gK®tO∂dprp eoduE/dJ∫dmsk d;ehwJ®DmFh qKßsKœe/wl dKµDMß 

gK®Ry wotKßdp eogotjEh cO®dLåDMƒ wLßek. gK®QnAhSMß wJ∂Qn RbdI® 53069.5whdp RbwJ∂E?ß C/eo dO®Tn¬kwlD; qUßtK∂ cO®dLåDMƒ wLƒ 

tnEh dL∫ek. RyDB®RnSMß vlgodO®dl wlQNƒE/rjsk ANƒrJßdl qKßsKœE/rjsk ˚hSMß RMåwJß wlQNƒ  eotLßD; wkD|ßQH∂tk RMßAn 

VmfhRmfOåDMƒ  akcLƒ ̊ o¬kwl vU∂wJå, gK®D'  ˚hSMß tJ∂wJ®  WM∂aU∂tjD; qKƒRMœDMƒ QhFbgKƒ Tn dL∫ek. gK®tO∂dl xk RyDB®RnFh wJßgK®gkSMß 

rU∂Dn Rm RyDB®Rn dU®tl dlwJßd; RyDB®RnFhQnxj XH∂RhtjFMƒ qK´Rh vU∂wJå, gK®D' ˚hSMß tJ∂wJ® WM∂aU∂tjD; qKƒRMœDMƒ QhFbgKƒ Tn dL∫ek. 

qK´dk EMƒdlSMß RyDB®RnSMß dlEMƒd; QhFb rUƒwJ∂DMƒ gK®QnAhdprp XH∂Rhgodi gKßek. 

 

48906Wh - gK®tO ∂d; rU ∂cKƒ dLßr[Æ  gK®Ry dLßtkrk wksuFMƒ  RywJ∂Dmfhqnxj soQhsofuSMß AH®wJ®DmFh rU∂cKƒdprp dLßr[tl gK®Ry 

dLßtkSMß gK®tO∂dl D;tLåe/SMß dkEH∂gK®eoD; g;tO∂wkFhtj QhghE/SMß rU∂DnFMƒ wpgkRhSMß gK®qnAhsk gnrUßdLßdprp WM®tl XH∂Rhgkrl D'gKß 

WhclFMƒ C'gkau rU∂cKƒdp QhGhE/SMß rU∂Dn, rU∂cKƒDMß gK®qnah·GnrUßdLßdprp XH∂RhgKßek. 

 

48980(c)Wh  - eKßC N ® TndJœdL ƒ aLç RyD|ß r[qKƒ GbRydLƒÆ gK®qnahEMƒdl eKßCN® TndJœdLƒ ˚hSMß gK®tO∂ GbdLƒdLß RyD|ß r[qKƒdLƒEMƒdp 
eogKß XH∂qhFMƒ qK´EhFH®  dyRngKßek(늦어도 gKß eKƒ wJß). 

 

48980(k)Wh - AP tlgJåfyÆ APR]AH®DMƒ  xO®gkRh R]wJ∂  aKƒdp APtlgJåDMƒ clFMƒ r[G?®dLß wjThEM®  rkwJ∂d; gK®tO∂EMƒDMß AP tlgJåFy 
wlQNƒ  vmfhRmfOådp cKådugK ƒ wkrU®dl dL∫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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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3Wh , rkW H ®D; RyD B ®R | ß aL ç tktO ∂G}ƒqJ œ (FERPA),5 CCR 431(e)gK ∂ - gK®qnahd] gK®tO ∂D; tktO ∂G}ƒR | ß X H ∂RhÆ 
dUßqK∂  aLç  WnqJœDMß gK®tO∂EMƒR] RmEMƒd; QnAhEMƒdprp dj˚Jß  tktO∂G}ƒR|ß  aLç tjfb wJœRMßR|ßDMƒ gjDY∂gKßek. RyDB®Rnrk DbwlgkSMß 

rodLßwJ®DmFh vKßqUƒdl rkSM∂gKß AhEMß rodLßwJ® tjFbdpd; D}ßwJß  wJœRMßdl  ekDMå dLßdprp gjDY∂E?ßekÆ 

1)  17tp aLç  Rm dlgkD; gK®tO∂D; gK®Qnah   

2)  gK®tO∂dl tpRMå AH®wJ®tK∂,  QndI∂ wksufh e/dj dL∫SMß 18tpsk Rm dltK∂D; gK®tO∂D; gK®Qnah 

3)  16tp sk Rm dltK∂D; gK®tO∂ ˚hSMß RhRyWHƒdJœ  Gnd;  gK®Rydp EM∂FH®E/dj dL∫SMß gK®tO∂(DbwkrU®tO∂dldjdi gKå) 

 

gK®Ry rlFH®DMß dU∂Rn rlFH®(gK®tO∂d; qJœwJ® dlFMå, tO∂sUßd|ƒdLƒ ,EM∂FH®dLƒ, R]AH®aU∂, tJ∂wJ®), D;AnwJ®  dLåtl rlFH®(tlgJå wJåtnFMƒ qlFH†gKß 

gK®tO∂D; qKƒwJß aLç RyDB® wLßwJß sofU®) aLç TM∂dLßE?ß  rlFH®(3sUß dltK∂ E?ß VyWNß tlgJå  wJåtn, dLƒtK∂wJ®  wL∂r[ XH∂Rh)DmFh e/dj dL∫Dmau 

RywK∂dlsk eoflSMß gK®tO∂ rlFH®D; Dbwldp cO®dLådl dL∫ek. 

 

gK®Qnahsk DbwkrU® g K®tO∂EMƒDMß RywK∂dprp tjaUß dycJ∂DMƒ XH∂go rodLß  gK®tO∂  gK®Ry rlFH®DMƒ dUƒfKågKƒ Tn dL∫dmau RywK∂DMß tjFb 

gotJ®dp ehDNåDMƒ WNƒ Tn dL∫SMß gO∂wJ∂R}ßdlsk wJ®wJƒgKß DbwkrU®  wL®D|ßdl dL∫DMƒ ˚odp 맞Cndj d[dI®DMƒ gKßek. gK®QnAhrk gK®RyCM®dl 

DbwlgkRh dL∫SMß dj˚Jß wJ∂Qhd; wJ∂G}®tJ∂dlsk wJ®wJƒtJ∂dp eogo dld;rk dL∫SMß rU∂Dn, RmEMƒDMß qlRH∂tL® wJ®dmFh RywK∂dprp RywJ∂DMƒ 

DycJ∂gKƒ Tn dL∫ek. gK®QnAh, tJ∂dLß gK®tO∂  aLç RywK∂dl ANßwpE/SMß wJ∂QhD; RywJ∂dlsk tK®wpdp eogo D;rUßd; dLƒclFMƒ Qhwl AH†gkSMß 

rU∂Dn gK®qnAhSMß RyDB®qJœ 49070whdp roDyE?ß wJƒckdp dLœrK®gkdu RyDB®rKådprp dlD;FMƒ wprlgKƒ Tn dL∫ek. 

 

gK®Ry rlFH®R] R}ßfUßE?ß RyDB®Rn qK∂cLå aLç wJƒckSMß rK® gK®RyD; RywK∂DmFhqnxj dJ´DMƒ  tn dL∫Dmau rJåXhFMƒ DycJ∂ gKƒ tn dL∫ek. 

gK®tO∂dl ekFMß  RyDB®Rnfh wJßgK®gKƒ  ̊ o Rm RyDB®RnD; DycJ∂dp ˚kfk rlFH®dl wJßeKƒE? ƒ Tn dL∫ek. gK®qnAh ˚hSMß DbwkrU®  gK®tO∂EMƒDMß 

QH®tkqlFh vpdlwleK∂ 25tPßxmdp dycJ∂gkSMß rlFH®D; tkQHßDMƒ qK´DMƒ Tn dL∫ek. 

 

49073조 - 디렉토리의 정보 공개: 연방법 인 가족의 교육권 및 사생활법(FERPA)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가 귀 자녀의 교육 
기록들로부터 개인 식별 정보의 공개에 앞서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교육구 절차에 따라 교육구에 반대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서면 동의없이 적절히 고안된 “디렉토리 정보”에 공개할 수 있다. 
이 디렉토리 정보의 주된 목적은 교육구가 특정 학교 및/또는 교육구 발행물에 귀 자녀의 교육 기록에 있는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을 
교육구에 허용하는 것이다.  
예제: 
* 드라마 제작에서 자녀의 역할을 보여주는 연극 광고지 
* 앨범 
* 우등생 명단 또는 기타 시상 목록 
* 졸업 프로그램들 
* 스포츠 활동지 
 
공개될 경우, 일반적으로 유해하거나 개인 정보(사생활)의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디렉토리 정보는 또한 학부모/후견인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도 외부 단체들에 공개될 수 있다.  
 
외부 단체로는 졸업 반지 제작사 또는 앨범 제작 출판사들을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로, 2가지의 연방법은 
개정된 1965년 초등 및 중등  교육법(ESEA) 하에 지원을 받는 교육구가 학부모/후견인이 자신들의 사전 서면 허가없이는 자녀의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음을 교육구에 알리지 않은 한 요청 시, 신병 모집관에게 학생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귀하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자녀의 교육 기록으로부터 디렉토리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insert date)     까지 
서면으로 교육구에 통고해야 한다. 교육구는 디렉토리 공개 정보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고안하였다: 
  
1. 이름 
 
2. 주소 
 
3. 전화번호 
 
4. 이메일 주소 
 
5. 생년월일 
 
6. 학업 전공분야 
 
7. 공식 인정된 활동 및 스포츠 참여 
 
8. 스포츠 팀원의 체중 및 신장 
 
9. 출석일 수 
 
10. 수여받은 학위 및 상 
 
11. 가장 최근에 출석한 이전(먼젓번) 학교   
 
교육구는 또한 전자 시스템에 소통을 위해 사용된 귀 자녀의 학생 신분 번호, 사용자 신분 증명, 또는 기타 고유 개인적 식별을 
공개할 수 있으며, 제공된 이것은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만이 알고있는 개인 신원 확인 번호(PIN), 비밀번호 또는 기타 요소 
없이는 교육 기록에 접속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귀 자녀의 사회보장  번호는 이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디렉토리 정보는 자녀의 시민권 여부, 이민자 신분, 출생지 또는 출신국을 나타내는 기타 정보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교육구는 
귀하의 동의 또는 법정 명령 없이는 이와같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군 입대 – 11, 12학년의 신상 정보는 또한 군대, 정부 신교 채용관 및 징병 서비스 시스템에 제공될 수 있다. 본 문단 
및 앞서 열거된 기관들에 신상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학부모는 삽입지에 포함된 양식 8을 작성하여 2018년 
10월 5일 전에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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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07Wh --- clFy cO®dL åÆ dkEH∂dl ekclrjsk dkVMƒ ˚o RmflRh RmrJ†dl gK®RyCM®D; ThrUßdmfh djsm wJ∂ehd; clfyrk 

dyRnE?ßekRh tO∂rK®gksk gK®Qnahsk GnrUßdLßdl dUßfK®dl dKß e/SMß rU∂Dn, gK®Qnahsk GnrUßdLßdl tkwJßdp DM∂RMœwhcl d/d; dj˚Jß 

d;fyeh rjQngKßekSMß qKßeo d;tkFMƒ tjaUßDmfh wpCNƒgkwl dKµDMß dltK∂ gK®RySMß qltK∂ D;fy whcl(WNßd;fy tjqlTm)FMƒ C'gkRh R}ßfUß 

wJ∂QhFMƒ dKƒfLßek. gK®RySMß RmfjgKß DM∂RMœ tjqlTmdp eogKß wowJ∂wJ® cO®dLåDMƒ wlwl dKµSMßek.  

 

49500Wh --- AnFy aLç gKƒd L ß R M œt L ®Æ ao TndJœdLƒdp wjThEM®CM∂ djfLßdlEMƒdprp dU∂dI∂dl dL∫SMß AnFy ^hSMß gKƒdLß tL®tkrk 

wpRH∂E?åDMƒ gK®QnAhdprp dKƒfLßek. AhEMß RyAntLƒdp tLßcJ∂tjrk RnqlE/dj dL∫Dmau wK®tJ∂E?ß  tLßcJ∂tjSMß RyAntLƒdp wpCNMƒgkrjsk 

wL®wJœ  RMœtL®QnFh DnTH∂godi gKßek. 

 

51101Wh --- gK®QnAh aLç GnrUßd L ßd; R|ßflÆ gK®QnAhd] GnrUßdLßDMß wksuD; RyDB®dp cKådugKƒ R|ßflD] gKå¬p rlG/rk 

Wndjwudi gkau gK®RyCM®DMß gK®QnAhdprp dlFMƒ dKƒfudi gKßek. 

 

51512Wh --- wJßwk 청취 aLç  S H ®D M å rlrlÆ dlfjgKß rlrlD; tkDHY∂DMß TndJœ R]wJ∂ DMƒ  qK∂gogkRh gK®Ry GNßDB®DMƒ wjgogkamfh 

gK®tO∂DMƒ VhgKågkdu Rm SnRnEh RywK∂ ˚hSMß RytkFhQnxj tkwJß  tM∂dLß dJ≥dl gK®RMœdptjD; rlrl tkDY∂DMß RMåwlE?ßek. gK®tO∂dl dksLß 

dj˚Jß tkfKådl RhD;wJ®DmFh dlFMƒ 위반할 경우  RmSMß rU∂qJœW/FMƒ qJågkSMß rJ†dlau gK®tO∂dLß rU∂Dn RmSMß wJ®wJƒgKß GNßDB®WhclFMƒ qK´rp 
E?ßek. 

 

51513Wh --- rodLß tLßdK ∂D M ƒ  A N ´S M ß wkFyÆ tJ∂qUƒ, rkWH®tO∂G}ƒ, DBßfl aLç  WH∂Rydp R}ßgKß gK®tO∂ ˚hSMß RmD; QnAhsk GnrUßdLßD; 

rodLßwJ®  tLßdK∂dlsk WH∂RywJ® tLƒgO∂dp eogKß wLƒANßdl EMƒdjdL∫SMß xpTmXm, tJƒANß, WhtkSMß RmfjgKß  rJ†DMƒ  tLƒtlgKßekSMß XH∂RhFMƒ 

RmEMƒdprp gkRh RmEMƒFhQnxj tjaUß TM∂dLßtjFMƒ qK´wl dKµSMß dltK∂ 유치원 또는 1학년부터 12gK®sUßdp dlFmrl¬kwl Rm djSm 

gK®tO∂dprpEh tLƒtlE/wl dKµSMßek. 

 

56301Wh- 특수 교육:  아동 찾기 시스템Æ 각 교육구는 예외적인 필요를 가진 학생을 식별하도록 요구한다. Foothill SELPA의 

지침 하에 있는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교육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학생을 확인하고 거주지를 확인하며, 평가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법규와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있는 학생에 대한 계속되는 협력, 서류화 및 보고 제도 

그리고 대중에 대한 인식활동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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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학교에  있는  동안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 귀하는 식수, 구급약 및 기타 비축물들을 갖추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가족의 비상 시 물품들을 점검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가정의 비상사태 대비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818-243-3141로 거주 지역의 미 적십자사 지부에 

연락하십시요.  

 

      •  귀 자녀의 학교는 계획안을 갖고 있다. – 모든 교직원은 학교의 구체적인 비상 계획안을 사용하여 훈련되고 대피            

  연습을 마쳤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교사의 지시를 따를 것이 중요하다.    

 

      •  학교와 귀하의 비상 연락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한다.– 귀하의 비상 연락 정보(집 주소, 집/직장/휴대 전화번호, 귀       

  자녀 픽업이 허가된 사람들의 이름)는 변경이 있을 때마다 최신화하여야 한다.  

 

      •  지역 뉴스를 경청한다. -  학교 비상사태에 대한 정보는 지역 언론 매체에 의해 방송될 것이다. 교육구의 웹 사이트의               

  첫 페이지는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사태의 경우, 대중에게 비상 사태 “경계 경보”를 게시하는데 사용된다.  

 

      •  자동 전화 알림에 주의를 기울인다. – 교육구 및 학교들은 전체 전화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비상사태 및                

  일상적인 메시지를 보낼 것이며, 모든 학부모 또는 후견인은 자녀의 학교에 제공한 전화번호로 비상사태            

  전화를 받을 것이다.   

 
      •    자녀의 학교에 가거나 전화하지 않는다. – 실제 비상 사태 동안, 교직원은 비상 사태에 대응하며              

  학생들의 필요를 다룬다. 비상 사태 시에 학교에 전화를 하는 것은 비상사태 시 통신을 위해 사용해야 할               

  전화 통신을 방해할 것이다. 학교 또는 교육구 직원들로부터 지시받지 않는 한 자녀의 학교로 가지 않는다.            

  학교 주변의 교통은 교정 출입함에 있어 비상 사태 대응 능력을 방해할 수도 있다.       

 

       •  자녀와의 재회 – 상황이 허락하면, 학생들은 학교의 비상 계획안에 설명된 “재회 절차”에 따라서 방출될         

  것이다. 이 절차는 각 학생이 질서 정연하게 지정된 부모, 친척 또는 부모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다른                         

  사람에게 방출될 것을 보장한다. 학생을 픽업하는 개개인은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되며  학생을 데려감에 안전과 책임 보장에 대해 서명한다.  

 

 •   대체 픽업 장소 – 일부 비상 사태 시, 학교의 비상 계획안에 설명된 대로 자신들의 학교로부터 “ 교정              

  외부 대피 장소”로 학생과 교직원을 이동시켜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될 수도 있다. 예상할 수 없는  비상            

  사태의 특성 상, 대피 장소는 사태의 발생 시에 한하여 발표될 것이며, 발생 시 학부모들은 자동 전화 연락,              

  교육구 웹사이트 및 지역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통고될 것이다.  

 

    •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 – 비상 사태 후에 학부모, 후견인 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자신들의 아동을                  

  데려갈 수 없는 경우,  아동은 학부모, 후견인, 허가된 대리인이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교직원의 감독 하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귀 자녀의 학교가 수업일 동안 연락될 수 있는 학부모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최근의 비상 연락 

정보를 갖추고 있도로 하십시요. 비상 시 학부모 연락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 학교의 재해 대비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귀  자녀의  학교  사무실에 dUßfK®gktlrl qkfKœsl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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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및  가족  여러분의 주의를  요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