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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문제 

 

2018 년 1 월 17 일 

 

학부모/후견인께: 

 

캘리포니아 주에서 출석 또는 품행이 빈약한 학생들이 놀라운 숫자로 학교를 중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출석을 향상시키는 것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GUSD) 교육위원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희는 

귀하의 도움이 필요하며, 학부모님 및 후견인들이 규칙적으로 정시에 학교에 출석하는 패턴을 확립하는데 

있어 자신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따라 학생이 월 이틀 또는 그 이상 학교를 결석할 때 “만성적 결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빠르게 늘어나며, 이것은 20 일로 10 개월 학사년에 동안 한 달 

전체를 결석한 것이 됩니다. 매월 이틀이라도 귀 자녀의 학업을 다른 학생들에게 뒤쳐지게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과 1 학년에서 만성적인 결석생은 3 학년 말까지 읽기를 배울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며, 6 학년까지 

만성적인 결석은 학생의 중퇴율을 증가시킵니다. 9 학년까지 양호한 출석은 8 학년 테스트 점수보다 훨씬 더 

크게 졸업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정기적인 학교 출석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일 정시에 학교에 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학생이 수업일 또는 교시 시작 시, 자신의 자리에서 수업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 기대됩니다. 학생이 3 회 별도로 - 수업에 30 분 또는 그 이상을 지각한 경우, 하루 

결석으로 기록됩니다 (예: 30 분 또는 그 이상 지각 3 회 = 1 일 결석).  

 

때때로 학생은 질병으로 인해 집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모/후견인들은 한 학사년 당 의사의 

메모(진료)없이 7 번까지 학생의 질병(들)을 해명할 수 있으며, 8 회부터는 학생의 질병을 해명하기 위해선 

의사의 메모가 요구됩니다. 학부모/후견인들은 자신의 학생 학교에 직접 연락함으로 결석을 해명하도록 결석 

일로부터 3 일이 허용됩니다  

 

학교에서의 성공에 기여하는 요인은 많지만 모든 학생들의 졸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학교 출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귀 자녀가 학교를 결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있어 귀하의 가족을 

돕기를 원합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행정관, 교사, 카운슬러와의 모임 및 학부모 연결(Parent Connect) 

을 통해 학부모 및 후견인들과 공개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소통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함께 각 학생과 가족을 

위해 귀 자녀가 학교에 출석하며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귀 자녀의 교육은 저희에게 중요합니다.  

 

질문, 의견 또는 염려 사항이 있으신 경우, 귀 자녀 학교 행정관에게 문의하십시요. 출석과 관계된 모든 

문제에 대해 귀하를 도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Ilin Magran 박사 

부디렉터, 학생지원 서비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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