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교육구 여름 업데이트
풀러튼 합동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
FJUHSD 뉴스레터
우리 교육구는 새 학년도를 맞아 모든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새 학년도가 시작됨에 따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확실히 알리고자 하며 www.fjuhd.org 를 방문하여 우리 사이트와 교육구 안전 계획을 볼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 교육구는
기술의 통합, 실생활 적용 및 철저한 학업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인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도전을 예상하면서 풀러튼 합동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의 각자가 미래를 위해 청소년에게 기회를 구축하고, 준비하고, 영감을 주고,
제공해야 하는 특권과 높은 부름을 인식합니다. 매일, 우리는 모든 학생을 위한 탁월함을 추구합니다. 이런 탁월함은 학생들의 대학
및 직업적 준비뿐만 아니라 인격과 성실함도 키워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발의안 I 에 의해 지원되는 많은 교육구 시설을 현대화하는 중입니다. 다음은 현재 건설 중이거나 올해 시작될 예정인
프로젝트 목록입니다.
현재 프로젝트
•

풀러튼 강당 내진 업그레이드

•

풀러튼 통합 고등학교 과학 교실 현대화

•

La Habra 고등학교 신규 수중 시설

다가오는 프로젝트
•

Fullerton Union High School 신규 수중 시설

•

La Habra 고등학교 과학 교실 현대화

•

Sonora 고등학교 신규 수영 시설

•

Sonora 고등학교 과학 교실 현대화

•

Sonora 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HVAC 및 환기

발의안 I 이외의 프로젝트
•

전력 구매 계약 교육구 전체 태양 전지판

•

Buena Park, La Habra 및 Sonora 고등학교에서 아스팔트 교체

•

Sonora 고등학교 지붕 프로젝트 빌딩 400/사물함

•

지역교통센터 리모델링 2 단계

•

Fullerton Union, La Habra 및 Sonora 고등학교의 주방 냉장고 교체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신나고 매력적인 일입니다. 교육구의 이사회, 관리자, 교사 및
직원을 대신하여 교육구는 생산적인 2021/22 학년도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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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이사회는풀러튼 합동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의 거주자 5 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4 년 임기의 관리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매년 학생 대표는 학생회에서 선출되어 이사회에서 봉사하며, 학생 대표는 비기밀 안건에 대해 우선 투표를 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정기모임은 보통 오후 6 시에 합니다. 교육 센터 회의실에서. 이사회 회의는 교육구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교육 센터는
1051 West Bastanchury, Fullerton 에 있습니다.) 특별 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지된 시간과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모든 정기 및 특별 회의는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 중 경우에 따라 이사회는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에는 이사회가 취한 모든 조치가 기록됩니다. 일단 채택되면 이 회의록은 공개 기록이 되며 교육 센터와 교육구 웹사이트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제 및 회의 날짜 사본은 교육구 웹사이트 www.fjuhsd.org 의 이사회 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 및 시민적 가치
1994 년 10 월 4 일 이사회는 다음 목록의 도덕적, 시민적 가치와 그에 수반되는 정의를 승인했으며, 이는 이러한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학생들의 모범적인 행동들을 말합니다.
시민의 의무
공익에 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합니다.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참여합니다. 모든
법률과 규칙을 준수합니다.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합니다.
연민과 공감
배려, 관심 및 민감성을 나타냅니다.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정중하고 자비롭게,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합니다. 필요할 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직
진실을 말합니다. 속이거나 의도적으로 오도하거나 훔치지 않습니다. 용기있게 행동하고 타인과 정직한언행을 수행합니다. 말과
행동 사이의 일관성을 나타냅니다. 공정하고 솔직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진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성실하게 추구하고 조사합니다.
인내
목표 달성에 대한 인내와 노력을 나타냅니다. 역경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배우고 건설적인 목표를 추구합니다.
존경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우합니다. 태도와 행동을 통해 자신, 타인, 재산 및 환경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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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과 개별 행동, 반응 및 결정의 결과를 수용합니다. 약속을 존중합니다. 자신과 타인의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헌신을 보여줍니다.
교육구의 목표 및 목적
교육구의 6 개 종합 고등학교와 계속 및 대안 고등학교는 이사회에서 채택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목적은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사회 구성원 및 행정 직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교육구의 목표 및
목적은풀러튼 합동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의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에 대한 교육구의 약속을 반영합니다. 압축된 형태로 다음과
같이 인쇄됩니다.
•

학생들이 교육구 성취 기준을 달성하거나 능가하도록 하고, 정규 교육을 계속하거나 졸업 시 생산적인 직업에 진입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폭과 깊이의 고품질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학생들이 출석 및 개인 행동을 할 때, 교육구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할 수 있도록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적절하고 안전하며 잘 관리된 물리적 시설, 부지 및 장비를 제공합니다.

•

교육구 자원의 건전한 관리를 제공합니다.

•

효과적인 내부 및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합니다.

•

교육구를 위하여 뛰어나 성취와 공헌을 기여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기타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적절한 표창을 제공합니다.

•

학부모, 교직원 및 학생이 학교/교육구의 지원, 품질 및 특성에 만족할 수 있도록 결정을 실행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21/22 학생회 위원

Buena Park 고등학교 3 학년인 Grace Lee 는 2021/22 학년도 동안풀러튼 합동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의 학생 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할
것입니다. 학생 위원회 위원은 모든 교육구 고등학교의 학생 리더가 선출하여 이사회에서 우선 투표를 하는 대표로 활동합니다.
그녀는 학생 자문 위원회를 의장을 맡고 이사회에서 고려한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를 발표할 것입니다. Grace 는 학교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높은 학업 평점을 유지합니다.
2021/22 학교 캘린더*
교육 첫날

8 월 16 일

노동절 휴일

9월6일

1 분기 종료

10 월 15 일

직원 개발의 날

11 월 1 일

재향 군인의 날 휴일

11 월 11 일

추수감사절 연휴

11 월 22 일 - 26 일

2 분기/학기 기록의 날 종료

12 월 17 일

겨울 방학

2021 년 12 월 20 일 - 2021 년 12 월 31 일

마틴 루터 킹 홀리데이

1 월 17 일

링컨의 날

2 월 14 일

워싱턴 데이

2 월 21 일

3 분기 종료

3 월 18 일

봄방학

3 월 21 일 - 3 월 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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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발의 날

4 월 15 일

기념일

5 월 30 일

교육 마지막 날

6월2일

*2021/22 학교 등교일 달력은 www.fjuhsd.org 에서 볼 수 있습니다.
크롬북 및 허용 가능한 기술 사용 방침
Fullerton 합동 통합 교육구 교육 위원회는 각 학생에게 Chromebook 배포를 승인했습니다. 자녀가 학교와 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Chromebook 이 발급됩니다. 이런 훌륭한 도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당연히 이러한 도구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심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교과서, 팀 교복 및 기타 학교 소유물이 자녀에게 지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귀중한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크롬북도 다르지 않지만, 교육구가 비용을 들여 구입하였고 학생과 학부모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제조 결함이
있는 Chromebook 에 대해서는 보증이 적용되지만, 학생이 기기를 잘 관리하더라도 분실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역 방침, 주 규정 및 관행에 따라 지역사회가 소유물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크롬북을 사용하면 손실 또는 손상 비용이 많은 다른 기술 도구보다 낮지만 여전히 상당할 수 있습니다. 크롬북 보험 및 기타 기술
방침에 관한 정보는 교육구 웹사이트 www.fjuhsd.org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기술 방침을 참조하십시오. AR 6163 - 6164.1
기술 사용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며,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기술은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자원에 액세스하고 교육구 내부 및 외부에 있는 다른
학생, 개인 또는 서비스와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필터를 사용하여 부적절한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모든 내용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중 일부는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교육 목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그러한 정보의 접근이나 사용을 용납하지 않으며 가능한 한 그러한
정보에 대한 학생의 접근을 제한할 것입니다. 기술 및 전자 정보 자원의 사용이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 교육구는 그러한 기술의 중요성을 강하게 믿고 기술 사용을 권리가 아니라 특권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학생 및
교직원 시스템 사용자는 항상 책임감 있고 효율적이며 윤리적이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기술의 허용이 가능한 사용에는 과제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 및 학습, 적절한 정보 및 자원의 액세스 및 탐색을 지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됩니다. 컴퓨터 및 인터넷 시스템의 일상적인 유지 관리 및 모니터링이 수행됩니다. 운영 장비 및/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손상시키는 기술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교육구는 법률이나 규칙이 위반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교육구 네트워크에서 사용자의 행동을 개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사용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진
학생은 학부모 회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 권한, 이메일 및 인터넷 액세스의 정지 및/또는 종료, 관련 과제에 대한
0 점 처리 및/또는 해당 수업에서 제외됨; 정학 및/또는 퇴학; 경찰에 회부; 손해 및 징벌적 보상액 등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소송; 또는
교육법 48900(r)항과 같이 전자적 행위를 통한 괴롭힘이 정학처리 가능한 위반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대로 기타 상응하는 결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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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행동 기대치
행동과 결과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으며 모든 캠퍼스 규칙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 기대치는 학생들이 캠퍼스에 있을
때와 모든 학교 활동에 적용됩니다. 교육법은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는 도중이나, 학교 활동, 캠퍼스 안팎에서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
그리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학생의 행동에 대한 관할권을 학교에 부여합니다. 이러한 기본적 기준은 안전, 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구의 광범위한 재량 권한을 보완합니다.

다음 행동은 부적절하고 용납될 수 없으며 금지되며 정학 또는 경우에 따라 교육구에 속한 전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일으키려고 하거나 위협을 가한 경우.

2.

자기방어를 제외하고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힘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3.

폭죽, 잠금용 칼날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포함한 실제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 판매 또는 제공한 경우.

4.

마약, 가짜 마약, 마약 도구, 알코올 음료 또는 취하게 하는 약물을 소지, 사용, 판매, 제공 또는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5.

규제 약물, 알코올 음료 또는 모든 종류의 취하게 하는 약물을 판매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제안, 주선 또는 협상하고 개인에게
모조품을 판매, 전달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강도 또는 갈취를 범하거나 시도한 경우.

7.

학교나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일으키려고 시도한 경우.

8.

학교나 사유재산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시도한 경우.

9.

씹는 담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담배 또는 니코틴 제품을 함유한 제품 또는 담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0. 음란한 행위 또는 저속한 행위를 하거나 욕설 또는 비방하는 행위
11.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마약 관련 도구를 판매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제안, 주선 또는 협상한 경우.
12. 고의로 학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직원의 합당한 요청에 불복종한 경우.
13. 고의로 학교나 사유재산 장물을 수령한 경우.
14. 모조 총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15.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시도하거나 성적인 구타를 저지른 경우.
16. 징계 절차에서 증인인 학생을 희롱하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한 경우.
17. 처방약인 소마를 불법적으로 제안, 판매 주선, 판매 협상 또는 판매한 경우.
18. 괴롭힘 행위에 가담하거나 가담하려고 시도한 경우.
19. 인터넷을 통한 괴롭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괴롭힘 행위에 가담한 경우.
20.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방식으로 실제 또는 복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21.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22. 증오 폭력 행위를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거나 가담한 경우.
23. 의도적으로 괴롭힘, 위협 또는 협박을 하여 적대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한 경우.
24. 교직원, 학교 재산 또는 둘 모두에 대해 테러 위협을 가한 경우.
25. 총기류를 소지, 판매 또는 제공한 경우.
26. 다른 사람에게 칼을 휘두른 경우.
27. 규제 약물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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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시도한 경우.
29. 폭발물을 소유한 경우.
30. 승인된 교직원의 감독 없이 수영장 또는 기타 학교 시설을 사용한 경우.
31. 물, 음식 또는 음료수를 포함한 물건을 던진 경우.
32. 동료 학생들을 "납치"하는 데 참여한 경우.
33. 캠퍼스 행정실에서 승인하지 않는 한, 금지된 모든 유형의 의상을 입는 행위.
34. 롤러블레이드, 스쿠터, 기타 바퀴 달린 차량, 레이저 포인터 또는 라디오를 캠퍼스에 가져온 경우.
35. 물풍선, 물권총 또는 기타 액체 추진 장치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
36. 건물의 지붕이나 지붕이 있는 보도에 올라간 경우
37. 도박.
38. 불법주차.
39. 통학버스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
40. 허가 없이 휴대폰 및/또는 iPod 또는 기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한 경우.
41. 행정직원의 허가 없이 다른 학교 캠퍼스에 무단 침입한 경우.
42. 교육 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행동에 참여한 경우.
43. 학교 관계자의 권위에 고의적으로 도전(학업적 부정직 포함).

이러한 행동 기대치를 위반하는 사람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학생 및/또는 학부모/보호자와의 회의.

2.

학교 특권 거부.

3.

캠퍼스 청소.

4.

방과 후 남기.

5.

토요일 학교.

6.

수업에서 제외.

7.

정학.

8.

다른 교육구 학교 또는 교육구로 전학.

9.

퇴학.
학문적 정직성 방침

풀러튼 합동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 학생들은 학교에 올 때에는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기대됩니다. 또한 학생들의 행동은 올바른
감각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 공동체의 안녕은 학생이 사회적 학업적 노력 모두에서 개인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학문적 정직성은 학생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반영하는 결과의 책임이 있는 학생에게 달려 있습니다. 학문적 부정직은 부정 행위 또는
표절로 입증되며, 학생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시도를 포함합니다. 학업적 부정직은
완료한 과제에 대해 0 점 처리, 학점 상실, 수업의 낙제 또는 학교 행정관이 결정한 기타 적합한 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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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부모/보호자 및 교사의 책임: 학생들은 수업 중 및 수업 외 모든 학교 관련 시험, 퀴즈, 보고서, 숙제, 과제 및 기타 학업을
완료할 때 해당 방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학생들과 함께 해당 방침을 검토하고 학생들이 학문적 정직성을
실천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이 방침의 정신과 의도를 지지해야 합니다. 교사는 교육구의 도덕 및 시민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 및
적용을 통해 학문적 정직성 방침을 촉진하고, 방침 원칙이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분명히 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결과를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학문적 정직성 방침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학업
부정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학생은 관련 과제에서 낙제, 학점이 없는 수업에서는 수업에서 제외, 학업 명예 조직에서 제거,
다른 학교로 전학, 정학, 퇴학 및 기타 적절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내 서비스의 임무는 모든 학생에게
최고의 학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풀러튼 합동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의 포괄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의 사명은 각 학생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가치를 부여하고 도전하며 준비시키는 학업, 직업 및 개인 사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풀러튼 합동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는 보다 개인화된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학교 학업 상담
프로그램은 학습 및 성공에 대하여 학생이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학생과 학업 상담사 간의 효과적인 관계를 쌓기 위해 4 년
간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있는 동안, 학업 상담사가 각 학생에게 배정되어 학생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개별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학업 상담 직원은 모든 학생에게 유연한 시간 접근, 개별 상담 및 교육 진행 상황
및 선택권을 검토하기 위한 연례 학부모 회의를 제공합니다.
학업 및 직업 상담 분야에서 학교 학업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가장 도전적이고 적절한 학생의 코스 배치를 제공합니다. 또한
졸업 및 수업 성공을 향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모든 학생에게 개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별 상담 회의 약속을 쉽게 하도록 합니다. 4 년 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합니다. 학생들에게 직업/대학 센터를 소개합니다.
개인상담의 경우 학교상담 프로그램은 학생의 필요에 따라 1:1 및 그룹상담, 외부기관 추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과정 지원,
교사와의 협업, 학부모/학부모 회의 지원, 정서적 및 행동적 문제에 대한 추천, 적절한 경우 기타 중재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교 상담 프로그램은 또한 위험한 상태의 학생을 가능한 한 빨리 찾아내고 이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태의 학생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분된 학생이 포함됩니다.
•

영어 학습자

•

위탁 청소년

•

자격을 갖춘 McKinney-Vento 학생(노숙자 학생)

•

출석, 학업, 규율 및 사회 정서적 문제가 있는 학생

•

저소득
보장된 안내 서비스
9 학년과 10 학년

☐
•

4 년 간의 학업 계획을 수립한다.

•

학생들에게 직업/대학 센터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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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보조사를 통해 직업 관심 설문 조사를 수행한다.

•

10 학년 대사의 AB 1802 검토를 실시한다.

•

예비 학업 평가 시험(PSAT)을 학생들에게 알린다.
11 학년

☐
•

4 년 간의 학업계획을 검토한다.

•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조건, PSAT, 학문 평가 시험(SAT), 미국 대입 시험(ACT), AP(대학인정 학점)/IB(국제 학력 평가 시험)
시험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 알린다.

•

학생들이 대학의 밤과 재정 지원의 밤에 참석하고 대학 대표들을 방문하도록 권장한다.
12 학년

☐
•

졸업 및 고등 교육 선택권에 대한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졸업생들과 일대일 상담 .

•

학생의 4 년 계획 완료와 관련하여 AB 1802 회의를 실시한다.

•

장학금 기회를 검토한다.
교육구 복장 기준
행정 규정 5650: 학생 복장 및 외모

풀러튼 합동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의 교육적 책임과 목표를 인식하여 교육구는 모든 학생의 복장과 외모와 관련하여 다음 규칙을
정했습니다.

지침
1.

학생은 교장/지명인의 판단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폭력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룹이나 갱과 관련이 있는 옷이나 장신구(모자,
장갑, 반다나, 운동화 끈, 팔찌, 장신구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등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캠퍼스 또는 학교

활동에서 착용하는 모자, 야구 유형의 모자, 또는 바이저나 머리망과 같은 기타 헤드기어는 학교와 관련이 있거나,
의학적으로/종교적으로 요구되거나, 학교 교장/지명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의복, 장신구, 화장품에는 성적으로 관련되거나 외설적인 기호, 그림, 문구 또는 약물, 알코올, 흡연 물질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의
사용/남용을 조장하는 모든 것이 없어야 합니다.

3.

학생은 교장/지명인이 판단하기에 학생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적 안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의류, 장신구, 화장품 또는
액세서리(예: 뾰족한 목걸이 또는 팔찌는 착용할 수 없음) 등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절차
1.

복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은, 위반을 관찰하는 교직원이 위반 사항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교장 또는
피지명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복장 규정 위반이 관찰되면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과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학생은 복장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교장이나 피지명인이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학생은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학생에게 부끄러울 수 있는 의복의 제거를 포함하는 경우,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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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가릴 수 있도록 허락 하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해당 의복을 입도록 허용하거나, 학생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갈아입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으면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3.

복장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한 학생은 추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방침을 위반하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는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교장 또는 피지명인을 만나 위반
사항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부모/보호자가 회의 종료 시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불만 처리
절차(BP/AR 1312, 학교 직원에 관한 불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의료 보험 제공

풀러튼 합동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는 학교 관할권 하에 있거나 교육구 활동 중에 학교 구내에서 부상을 입은 학생에 대한 의료 또는
치과 보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구는 학생 상해 보험 관리자인 Myers-Stevens & Co., Inc.가 관리하는 의료 및
치과 사고 보험 계획을 승인하여 매우 합리적인 비용으로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제시합니다.
제시되는 보험 프로그램은 선택 사항이며, 주 교육법에 의해 승인되었는데 이는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의 배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학생 보험 정보 및 지원 패킷은 학교 본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2021/22 학년도 등하교 교통편
Fullerton Union, La Habra, Sonora, Sunny Hills 및 Troy High School 의 출석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등하교를 위한 정기적인
교통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Buena Park High School 캠퍼스에서 2.5 마일 이상 떨어져 거주하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학교의 무료 및 할인 점심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은 OCTA 버스 패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버스 패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한 OCTA 버스 패스에 대한 요청은 학교 사무실을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할 때에는 2.5 마일 도보 구역 밖의 거주
증명서와 재정적 어려움 자격 기준 증명과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우수성을 반영하는 졸업 필수 학점
과목

졸업 조건

영어

4년

총 학점
40.0

사회 과학

3년

30.0

수학

3 년 (1 년은 반드시 대수학 1 또는 더 상위 수업을 들어야 함)

30.0

과학

2 년 (생활 과학

20.0

외국어

1 년 외국어 또는 1 년 시각 예술/공연 예술 (상급 코스) 또는 직업

10.0

시각 예술/공연 예술/CTE

기술 교육(CTE)

보건 교육

4/1 년
10 학점 및 자연과학 10 학점 둘 다 실험실 수업을 포함)
2년

체육
선택 관목/추가 학점

2.5
20.0
65.0

필요한 총 학점

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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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대학 정보 및 웹사이트
학업 수료는 대부분의 대학의 입학 요건을 충족합니다. 특정 입학 요건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대학에 문의하십시오. 학업 안내
상담사는 대학 입학 요건을 충족하는 학업 과정에 대해 학생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UC 에 입학하는 학생의 자격 기준: https://admission.universityofcalifornia.edu/
재정 지원 정보: www.fafsa.ed.gov 및 http://www.finaid.org
교육 기회 프로그램 입학: https://www2.calstate.edu/
대학 입시 정보: http://www.collegeboard.com
미국 시민 자유 연합(ACLU) 정착 지침
캘리포니아 주 헌법은 학생들에게 무료로 공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료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는 교과 과정이든 또는
학생이 수업에 대한 성적을 받거나 그렇지 않거나 모든 학교/교육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무료 공교육에 대한
학생의 권리는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학교 활동을 위해 재료, 용품, 장비 또는 교복을 구매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액세스, 참여, 재료
또는 장비 등에 대한 보증금 지불을 요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교직원은 학생들에게 기금 마련 행사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를 위한 기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 이로 인해 교육활동 참여를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일부 비용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허용됩니다. 허용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또는 교육구가 후원하는 활동에 관중으로서 선택적 출석에 대한 비용.

•

무료 및 할인가 급식 프로그램 자격 및 법률에 명시된 기타 제한 사항에 따라 학생에게 제공되는 음식 비용.

•

학생이 반환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절단, 훼손 또는 손상을 입힌, 교육구가 학생에게 대여한 도서 또는 용품을 교체하는 비용을
$10,000 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불한다.

•

자금 부족으로 인해 견학 또는 견학을 하는 데 참여를 못하는 학생이 없는 한, 교육 과정 또는 학교 관련 사회, 교육, 문화, 운동
또는 학교 밴드 활동과 관련된 견학 및 견학 비용을 지불한다.

•

교육구가 제공하는 견학을 위한 의료 또는 병원 보험.

•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포기서가 있는 한, 운동 팀 구성원을 위한 필수 의료 및 사고 보험 비용.

•

특정 색상 및 디자인의 표준화된 체육복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지만, 해당 복장을 학교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학생이 표준화된 체육복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학생의 체육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학교 운동장에 차량 주차 요금 청구.

•

졸업식을 위한 모자와 가운과 같이 교육구 목적에 필요한 개인 자산의 임대 또는 임대 비용.

•

학생이 소유하는 목재 작업, 미술품 또는 재봉 프로젝트와 같이 학생이 소유하고 사용하기 위해 재료로 제작한 항목에 대해
학생에게 제공된 재료의 직접 비용.

•

공공 기록, 학생 기록 또는 학교 교과 과정 안내서를 복사하는 실제 비용.

•

여름 방학 고용 장소로 학생이 이동하는 비용.

•

해당 지문 비용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유치원 또는 기타 새로 등록한 학생을 위한 선택적 지문
프로그램 비용.

•

학교 밴드 멤버가 외국으로 여행을 떠날 때 사용하는 밴드 악기, 음악, 유니폼 및 기타 예복을 위한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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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부상을 입힐 수 있는 활동 또는 사용을 관찰하는 특정 과정이나 활동에서, 교육구의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 눈
보호 장치에 대한 비용.

교육법은 성인을 위한 수업을 듣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에게 학교에서 학생이 사용할 교육 자료를 교육구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육 자료에는 학생과 교사가 학습 자원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모든 자료가 포함되며, 학생들이
사실, 기술 또는 의견을 습득하거나 인지 과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육 자료는 인쇄되거나 인쇄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교과서, 기술 기반 자료, 기타 교육 자료 및 시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악 프로그램의 경우, 악기에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는
자료도 포함됩니다.
교육법에는 교육구가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용품을 제공할 기본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에는 운동복, 음악 수업용 복장, 악기, 특수 바인더, 사진 수업용 필름, 계산기 또는 기타 학습 보조 자료가 포함됩니다. 장비 또는
용품이 교육 과정에서 학교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재료는 비용 없이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용품이 됩니다. 또한,
교육구는 재정적 필요가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기금을 유지하거나 재정적 필요가 있는 학생을 위해 그러한 비용 또는
요금을 면제하더라도 , 교육구는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학생에게 필요한 자료를 구매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을 돕기 위한 아동 찾기 노력
California Child-Find 는 장애 아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신의 필요에 적합한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주 전체의 노력입니다.
장애 아동은 다음을 갖춘 21 세 이하의 사람입니다.
지적 장애

난청

난청

시각 장애

정형 외과적 장애

청각실명 장애 확정 의료 장애

기타 건강 장애 정서적 장애
자폐증

다중 장애

언어 장애
특정 학습 장애

외상성 뇌 손상

시간은 소중합니다. 자녀의 특별한 필요가 빨리 결정될수록, 자녀가 교육을 받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이러한 장애 중 하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녀를 알고 있는 경우, 시간을 내어 가까운 공립학교에 전화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풀러튼 합동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의 특수 교육 사무실, 1051 W. Bastanchury Road, Fullerton, California,
92833, (714) 870- 2849 로 연락하십시오.
석면에 대한 공지
이 통지는 석면 위험 비상 대응법(AHERA)에 의거합니다. 2021/22 학년도에는 모든 교육구 학교 및 현장에서 석면 관리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실용적이거나 비상 상황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방과 후 석면 제거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풀러튼 합동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는 2021/22 학년도에 대한 위험 물질 제거, 환경 평가, 컨설팅 서비스 및 감독을 위해 인증된 제거
계약자와 계약합니다.
교육구를 위한 석면 AHERA 계획은 교육구 서비스 센터에 있으며 각 학교 현장에는 교장실에 석면 목록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은 정상 근무 시간 동안 비용이나 제한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사본은 교육감 사무실에 서면 통지 후 10 일 이내에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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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구의 AHERA
계획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거나 이 알림에 제공되지 않은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시설 및 건설 이사인 Todd Butcher 에게
(714) 870-2818 로 문의하십시오.
교육구가 제공하는 대안교육
학생들의 관심, 필요 및 학습 스타일이 다양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교육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대안이 제공됩니다.
특수 교육
교육구는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귀하의 학생이 특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경우 특수 교육 이사에게 (714) 870-2870 으로
연락하십시오.
라 비스타(La Vista) 고등학교 계속 고등학교
라 비스타 고등학교는 종합 고등학교 중 한 곳에서 졸업까지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16 세에서 18 세 사이의 학생들을 위해
설계된 계속 고등학교입니다. 교육구에서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제공하는 La Vista High School 은 다른 고등학교보다 더 유연한
일정과 개별 지도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도에 따라 진행하고 과제가 완료되면 학점을 받습니다.
라 시에라(La Sierra) 고등학교 대안 고등학교
라 시에라 고등학교는 교육구 전역에 위치한 6 개의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대안 고등학교입니다. 수업과 프로그램은 개별
학생의 특정 학업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대안 교실 환경에서 수업을 제공합니다. 대안 프로그램에는 독립적 학습, 기회,
십대 임신 및 육아, 성인 전환교육, iSierra 온라인 아카데미 및 엔데버가 포함됩니다.
라 시에라 고등학교 수업 또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714) 447-7820 또는 447-5500 으로 전화하십시오.
전학 허가
교육구 위원회 방침 및 행정 규정은 학생과 학부모/보호자가 의료, 거주지 변경, 교육 프로그램 또는
예외적인 이유로 인해 교육구 이내에서 그리고 다른 교육구로 전학가는 것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1 월 중 제한된 시간
동안,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교육구 이내의 전학 허가를 요청할 수 있는 공개 등록 기회가 있습니다. 전학 허가에 관한 질문은 거주
학교의 교장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직업 기술 교육
직업 기술 교육(CTE) 기회는 인종, 피부색, 종교적 선호, 출신 국가 또는 가계, 결혼 여부, 성별, 연령, 장애 또는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직업 기술 교육의 기회에는 교육구의 농업, 비즈니스 교육, 요리, 미디어 제작 및 산업 기술
부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과정과 북오렌지 카운티 지역 직업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과정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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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제공하는 코스는 지도 학습 상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교육구 평가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능력 시험
적격 학생은 CHSPE(California High School Proficiency Examination)를 통과하여 법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장과 동등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공립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본적인 읽기, 쓰기, 수학 능력을 평가합니다. 학생이 시험에 통과하면
캘리포니아 주 교육 위원회에서 해당 학생에게 주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장과 동등한 능력 증명서를 수여합니다(고등학교 정규
졸업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이수하는 것과 동등하지는 않음). 어떤 목적으로든 고등학교 졸업장을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
통제되는 모든 사람과 기관은 이 증명서를 필요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써 받아들여야 합니다. 연방 정부 기관은 주법의 구속을
받지는 않지만, 미국 공무원 위원회는 연방 고용 지원에 해당 증명서가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군 복무 방침은 매우 다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 담당자에게 확인하십시오.
CHSPE 에 합격했다고 해서 학생이 16 세 이상이며, 등교를 중단하도록 부모/보호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는 것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CHSPE 에 합격한 많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법에 따르면 학생이
CHSPE 를 통과한 후 학교를 그만두고 18 세 미만이면 불리한 결과 없이 학생이 등록된 교육구에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 후
재퇴학하는 경우, 다음 학기 초까지 재입학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CHSPE 를 통과한 후 학교를 떠나는 것에 대한 추가 정보 및 세부
사항은 학교의 학습 상담사나 학교 행정관에게 문의하십시오.
CHSPE 에 등록한 후 또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학교를 중퇴하는 것은 18 세 미만인 경우 불법입니다. 또한 학생이 등록한 과목의
성적이 낙제될 수도 있습니다.
통일 불만 절차(UCP) 연례 통지서
풀러튼 합동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는 매년 학생, 직원, 학부모 또는 후견인, 교육구 자문 위원회, 학교 자문 위원회, 적절한 사립 학교
관계자 및 기타 이해 당사자에게 통일 불만 절차(UCP)를 통지합니다. 행정 규정(AR) 1312 는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협박, 따돌림
또는 특정 교육구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규정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의 처리를 규정합니다. 풀러튼 합동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는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보호 대상 집단에 대한 괴롭힘과 UCP 의 적용을 받는 프로그램과 활동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해당 주 및 연방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UCP 가 적용되는 프로그램 및 활동:
•

성인 교육

•

농업 직업 기술 교육

•

아메리칸 인디언 교육 센터 및 유아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이중 언어 교육

•

교사를 위한 캘리포니아 동료 지원 및 검토 프로그램

•

직업 기술 및 기술 교육; 경력 기술; 기술 교육(주)

•

직업 기술 교육(연방)

•

보육 및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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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교육

•

통합 범주형 지원

•

교육 내용이 없는 코스 기간

•

위탁 보호에 있는 학생, 노숙자 학생, 현재 교육구에 등록된 이전 소년 법원 학생 및 군인 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

모든 학생 성공 법안 / 낙오자 없음(I-VII 조)

•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LCAP)

•

이민자 교육

•

체육 수업 기록

•

학생비

•

수유 중인 학생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

•

지역 직업 센터 및 프로그램

•

학교 안전 계획
학생이 지불하는 비용

학생이 지불하는 비용에는 다음이 모두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수업이나 활동이 선택과목이나 필수과목인지 또는 학점을 받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 또는 수업 등록 조건으로, 또는
수업 또는 과외 활동 참여 조건으로 학생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

학생이 자물쇠, 사물함, 책, 수업 기구, 악기, 의복 또는 기타 재료나 장비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 또는 기타 지불.

•

학생이 교육 활동과 관련된 재료, 용품, 장비 또는 의복을 얻기 위해 해야 하는 구입.

•

학생이 지불하는 비용에 관한 불만은 학교의 교장이나 교육감 또는 그의 피지명인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지불하는
비용 및/또는 LCAP 불만 사항은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만 사항은 불만 사항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어지는 증거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교육구의 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교육 활동 참여에 대해 학생이 지불하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학생이 지불하는 비용에 관한 불만은 위반 혐의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1 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협박, 따돌림 또는 위에 나열된 연방 또는 주 법률 또는 규정의 위반을 주장하는 서면 불만 사항이 교육구에
제출된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행정 서비스의 전무 이사인 Dr. Karl Zener 는 학생 징계와 관련된 불만 사항에 대한 교육구의 규정 준수 책임자이며 교육구의 IX 조
코디네이터이기도 합니다. 교육 및 평가 서비스 부교육감인 Dr. Sylvia Kaufman 은 학교 전학 허가, 성적 분쟁을 처리하는 불만 사항에
대한 교육구의 규정 준수 책임자입니다. 인적 자원 부교육감인 Dr. Ed Atkinson 은 교직원 및 운동부와 관련된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교육구의 규정 준수 책임자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교장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후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AR 1312.1 에 따르면,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에 대한 불만은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혐의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또는 그 날짜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먼저 주장된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구의 조사가 완료되고 불만 접수 후 90 일 이내에 서면 결정이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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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의 결정에는 시정 조치, 그러한 처분의 근거, 교육구의 결정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주 교육부에 교육구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고소인의 권리, 주 교육부에 항소를 시작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를 포함하여, 불만 사항의 결과 및 처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 교육 기관의 불만 처리 절차 사본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차별 금지 방침
통일 불만 절차(UCP)가 아닌 불만 사항
다음 불만 사항은 해당 교육구의 통일 불만 절차의 대상이 아니라 지정된 기관에 회부해야 합니다. (5 CCR 4611)
1.

아동 학대 또는 방치를 주장하는 모든 불만 사항은 카운티 사회 복지부 보호 서비스 부서 및 해당 법 집행 기관에 회부됩니다.

2.

아동 발달 프로그램에 의한 건강 및 아동의 안전 위반을 주장하는 모든 불만 사항은 면허 시설의 경우, 사회 복지부에
회부되어야 하고 면허 면제 시설의 경우 적절한 아동 발달의 지역 관리자에게 회부되어야 합니다.

3.

사기를 주장하는 모든 불만 사항은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법률, 감사 및 규정 준수 부서에 회부됩니다.

고용 차별이나 괴롭힘을 주장하는 모든 불만은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를 포함하여 주 및 연방법에
따라 교육구 인사부에 의해 조사 및 해결되어야 합니다.
교과서 또는 교육 자료의 충분, 학생이나 교직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협이 되는 비상 또는 긴급 시설 조건, 교사 공석 및 오 배정,
면허 면제 캘리포니아 주립 유치원 프로그램의 건강 및 안전 위반과 관련된 모든 불만 사항은 AR 1312.2 – 윌리암 통일 불만
절차(Williams Uniform Complaint Procedures)의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법 8235.5, 35186)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불만 제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아동 영양 서비스: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 www.fns.usda.gov/nslp
특수 교육: 캘리포니아 교육부 www.cde.ca.gov

미국 연방법 및 농무부 방침에 따르면, 본 기관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기반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려면 다음의 주소에 편지를 쓰십시오.
USDA Director, Office of Civil Rights
Room 326-W, Whitten Building
140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50-9410
미국 농무부(USDA)는 평등한 기회 제공기관이자 고용주입니다.

다양한 자문 그룹에 필요한 학부모
관심 있는 학부모/보호자는 교육구에서 추가 자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계획, 운영 및 평가를 지원하는 자문 그룹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제 I 조, 영어 개발, DELAC(교육구 영어 자문 위원회), DAC(교육구 자문 위원회), 직업 교육, 예산 연구 및 기타
특별 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자문 그룹에 자문할 자원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교장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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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괴롭힘, 협박 및 따돌림에 대한
교육구의 방침
모든 학생은 차별,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이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에 대한
교육구의 방침은 교육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본은 교육구 웹사이트 www.fjuhsd.org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침에는 다음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BP/AR 0415,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적 조상, 출신 국가 또는 조상, 민족 그룹 구분, 결혼 또는 부모 상태, 성별, 연령,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또는 하나 이상의 해당 특성 또는 경제적 수준 문의에 근거한 차별 금지 -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
BP/AR 1312, 통일된 불만 제기 절차 - 학교 직원에 관한 불만 사항 및 특정 교육구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적용되는 불법 차별 또는
법규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
BP/AR 5500, 행동;
BP/AR 5642, 괴롭힘 방지;
BP/AR 5645, 성희롱.
교육구는 따돌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형법 422.55 항 및 교육법 220 항에 명시된 실제 또는 인지된 특성과 장애, 성별, 성
정체성, 성별 표현, 국적, 인종 또는 민족, 종교, 성적 지향 또는 이러한 실제적 또는 인지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개인 또는
그룹과의 연관성에 근거한 차별,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따돌림이라고 하면 교육법
48900(r)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1.

학교 직원은 차별, 희롱, 협박 또는 따돌림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즉시 개입해야 합니다. 단,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한 경우입니다.

2.

차별, 희롱, 협박 또는 따돌림 행위는 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3.

교장 또는 교육구의 비차별/왕따 방지 담당자에게 연락하거나 익명으로 1-800-924-7233 으로 전화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증 정보가 충분하면, 교육구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구의 비차별/왕따 방지 담당자인 행정
서비스의 전무 이사인 Dr. Karl Zener 에게 (714) 870-2803 또는 kzener@fjuhsd.org 로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4.

불만 사항은 기밀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특정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차별,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에 대한 교육구의 방침을 위반하는 학생은 정학 및 퇴학을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교육구는 불만을 제기하거나 그러한 불만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학교 법안

2000 년 건강한 학교 법안(Healthy Schools Act)의 연례 서면 통지 요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예상되는 살충제들을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위해 아래에 목록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통지는 각 살충제 제품의 활성 성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및 그 대안사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위한 인터넷 주소는 http://www.cdpr.ca.gov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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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 학년도 FJUHSD 살충제/제초제 사용 가능 목록
2000 년도 건강한 학교 법안에 따라
교육구 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 살충제에 대한 제안
제품 이름
Advion Ant Gel

주요 성분
인독사카브

제조사 이름
Syngenta

개미

사용목적

Advion Insect Granule

인독사카브

Syrngenta

곤충

Advion Roach Gel

인독사카브

Syngenta

바퀴벌레

Alpine WSG

디노테푸란

BASF

곤충

Clash

디글리콜아민염

NuFarm

잡초

Derigo

Bayer

달리스 잔디

Everngreen Pyrethrum

포람설페론
MGK

Pyrethrum

곤충

Flatline

클로로파시논

Liphatec

설치류

Maxforce FC Magnum Roach

피프로닐

Bayer

곤충

Master line

비펜트린

FMC

곤충

Meridian

티오메톡사이드

Syngenta

Nyguard IGR

피리프록시펜

MGK

땅벌레
IGR

OnSlaught

에스펜발레레이트

MGK

곤충

Optigard Flex

티아메톡삼

Syngenta

곤충

Ramik Green Ag

디파시논

Neogen

잠복 설치류

Ramik Oats

디파시논

Neogen

잠복 설치류

Speedzone Southern

2,4-D, 2-에틸헥실 에스테르

Gordon

잡초

Suppress

카프릴산

Westbridge

잡초

Sedgehammer

할로설푸론

Gowan

사초

Siesta Fire Ant Bait

메타플루미존

BASF

불개미

Takedown

브로메탈린

Liphatec

설치류

Tempo SC Ultra

시플루트린

Bayer

TekkoPro

피리프록시펜

CSI

곤충
IGR

Vaquero

클레토딤

Wilbur Ellis

잡초

ZP AG Oats

아연 인화물

Neogen

설치류

ZPAG Oats

아연 인화물

Neogen

설치류

해당 살충제의 사용은 일요일에만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개별 살충제에 대하여
사전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서면 통지를 요청한 사람은 살충제를 사용하기 최소 72 시간 전에 통지를 받습니다. 살충제를
살포해야 할 때, 서면으로 통지를 받기를 원하시면, District Service Center, 1027 S. Leslie St., La Habra, CA 90631 로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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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 운영 부서의
해충 방제 운영방침 및 절차
허가가 필요 없거나, 현장에서 발생한 해충 박멸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방제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살충제 사용을 위해
“캘리포니아 농약 규정 및 2000 년 건전한 학교법(하원의원 법안 2260)”을 따르는 것이 교육구 운영부의 방침입니다. 만약 지역 운영
부서에서 주에서 결정한 지침 이내에서 해충을 근절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주에서 허가한 해충 방제 계약자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적용:
1.

특정 해충 문제가 발생하면 서비스 요청 또는 전화를 통해 보수 운영 부서(M&O) 부서 직원을 파견하여 상황을 평가합니다.

2.

해충의 성격이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보수 운영 부서는 명시된 해충 문제의 안전한 근절을 위해 교육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자료로 캠퍼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3.

발생한 해충이 긴급 상황이거나 명시된 교육구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보수 운영 부서는 문제를 즉시
평가하기 위해 해당 주의 면허가 있는 계약자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4.

평가 후 계약자는 구현해야 할 가장 신중한 절차를 교육구에 알릴 것입니다. 긴급 상황이 확인되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합니다. 해충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긴급하지 않은 경우 일상적인 유지 관리 중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살초제
교육구는 페스트 옵션(Pest Options, Inc.), 전화 (714) 224-7378 과 잡초 방제 서비스 계약이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에 따라 정기적인
월간 서비스가 제공되어 교육구 전체에서 잡초 방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영 부서에 전화(714) 680-5659 로 연락하여 후속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살충
교육구는 페스트 옵션(Pest Options, Inc.), 전화 (714) 224-7378 과 해충 방제 서비스 계약이 체결하였습니다. 연간 청소 서비스는
교육구 전체에 예정되어 있으며 월간 서비스는 일년 내내 제공됩니다. 운영 부서에 전화(714) 680-5659 로 연락하여 대기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설치류
교육구는 페스트 옵션(Pest Options, Inc.), 전화 (714) 224-7378 과 설치류 방제 서비스 계약이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에 따라 교육구
전체에 걸쳐 설치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월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운영 부서에 전화(714) 680-5659 로 연락하여 대기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살금
교육구는 페스트 옵션(Pest Options, Inc.), 전화 (714) 224-7378 과 가금류 방제 서비스 계약이 체결하였습니다. 운영 부서에 전화
(714) 680-5659 로 연락하여 대기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연기 소독
필요에 따라 교육구 전체의 터마이트 방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발행의 경우, 지역 운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제와 후속 조치를 지원할 것입니다. 주요한 터마이트 발생은 방제할 것이며 지역 운영 부서(전화 (714) 680-5659)에 연락하여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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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튼 합동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
건강 교육을 위한 학부모/보호자 통지서

2021 년 5 월
학부모 / 보호자님께
이 편지는 귀하의 자녀가 APEX 커리큘럼을 사용하여 온라인 환경에서 진행되는 풀러튼 합동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의 여름 학교
보건 수업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발송된 것입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보건 교육에는 성교육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인 캘리포니아 건강 청소년 법안*(CHYA)은 7 학년부터 시작하여 중학교에서 최소 한 번, 고등학교에서 한 번 이상
학생들에게 종합 성교육 및 HIV 예방 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HYA 규정에 따라, 해당 교육은 학생들이 인간의
성에 대해 부모, 보호자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성인과 의사 소통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고,
연령에 적절해야 하며, 모든 학생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HIV 및 기타 성병(STI)에 대한 정보(전염, FDA 승인 HIV 및 STI 예방 방법, 치료 포함)

•

•의도하지 않은 임신과 HIV 및 기타 성병을 예방하는 유일한 확실한 방법은 금욕이라는 정보와 성행위를 연기하는 것의
가치에 대한 정보

•

HIV 및 AIDS 에 대한 사회적 견해에 대한 토론

•

성과 생식 건강 관리를 위한 자원 액세스에 관한 정보

•

FDA 승인한 피임 방법, 임신 결과, 산전 관리, 신생아 안전 포기법 등 임신에 관한 정보

•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관한 정보

•

건강한 관계 및 건강하지 못한 행동 및 상황 방지에 대한 정보

학부모/보호자는 아래 링크의 지침에 따라 APEX 교육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APEX 교육과정을 탐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2 분
분량의 비디오도 있습니다.
https://www.fiuhsd.org/Page/3201
부모는 본 교육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건강 코스 전체는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질문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의 여름학교 교장에게
문의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학생이 종합적인 성교육 또는 HIV 예방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자녀 학교의 여름 학교
교장에게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이럴 경우, 대체 수업이 배정됩니다.
신실하게

칼 제너 박사 서명 (Dr. Karl Zener)
행정 서비스 전무이사
*캘리포니아 건강 청소년 법안(CHYA), 성교육: 교육법 §§ 51930-51939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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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7 월 1 일
친애하는 학부모/보호자/학생,
2021/2022 학년도 동안 풀러튼 합동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는 여름 방학에도 계속되는 급식 실시(Seamless Summer Feeding Option) 및
아동 및 성인 보호를 위한 급식 프로그램(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과 함께 캘리포니아 교육부(CDE)의 연장 면제 의례에
따라 계속 운영될 것입니다. 여름 방학에도 게속되는 급식 실시에서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연령 또는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급식이 제공됩니다. 또한, 급식 서비스 과정에서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급식은 모든 장소에서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아동 및 성인 보호를 위한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모든 종합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방과후 급식을
제공합니다. 영유아 프로그램은 La Vista/La Sierra 고등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급식은 모든 학생에게 무료이지만 학교는 모든 가족이 FJUHSD - 가구 정보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신청서는
2021/2022 학년도를 위한 새로운 양식이며 교육구의 무료 및 할인 가격 급식을 위한 신청서를 대체합니다. FJUHSD - 가구 정보 지원
양식을 작성하면 교육구가 지속적인 학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추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족에게도 자격을 부여합니다.
급식 서비스부는 유자격 가족의 모든 혜택을 교육하는 것을 지원할 “급식 이상의 혜택이 있습니다(More than Meals)”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본 패킷에는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포함한 More than Meals 캠페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FJUHSD - 가구 정보 신청서 사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식 서비스팀이 여러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714) 870-2820 으로 연락하거나
foodservices@fjuhsd.org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신실하게

에드가 마날로(Edga Manalo) | 비즈니스 서비스 이사
조달 및 계약, 창고 및 급식 서비스 부서
www.fjuhsdfoodservic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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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튼 합동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 2021-22
FJUHSD-가정 정보 신청서 2021-2022
가구 수입 자료 수집
가정의 성:

전화번호:

E-mail:

제 1 부분: 귀 가구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해 다음 정보를 기입하시오.
캘리포니아 주에서 K-12 학년의 공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이름

출석하는 학교 이름 생년월일

성

미들네임

이름

학년 생년월일 학년

1.
2.
3.
4.
5.
6.
제 2 부분: 귀 가구의 가족원 수와 수입을 기입하시오.
귀 가구의 가족원 수에 근거하여 귀 가구의 월수입 총액을 아래 나온 범위에 표시하시오

가구의

1 범주

2 범주

3 범주

가족원 수

다음의 범위에 속하는 월소득액

다음의 범위에 속하는 월소득액

다음의 범위에 속하는 월소득액

1

$0 - 1,396

☐

$1,397 - 1,986

☐

$1,987 이상

☐

2

$0 - 1,888

☐

$1,889 - 2,686

☐

$2,687 이상

☐

3

$0 - 2,379

☐

$2,380 - 3,386

☐

$3,387 이상

☐

4

$0 - 2,871

☐

$2,872 - 4,086

☐

$4,087 이상

☐

5

$0 - 3,363

☐

$3,364 - 4,786

☐

$4,787 이상

☐

6

$0 - 3,855

☐

$3,856 - 5,486

☐

$5,487 이상

☐

7

$0 - 4,347

☐

$4,348 - 6,186

☐

$6,187 이상

☐

8

$0 - 4,839

☐

$4,840 - 6,886

☐

$6,887 이상

☐

만약 가족원의 수가 8 명 이상인 경우 다음의 빈간에 가족원의 수와 월소득액을 적으시오:
가족원의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 월소득액: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만약 귀 가구의 월소득액이 상기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이곳에 표시하시오:

☐

제 III 부: 서명

본인은 본 양식에 제공한 내용이 사실이며 모든 소득을 다 포함하였음을 인증합니다. 본인은 학교측에서 본인이 제공한
상기 내용을 근거로 주정부 및 연방 정부의 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본 양식을 작성한 성인 가족원의 서명

날짜

본 양식을 작성한 성인 가족원의 이름 인쇄체

*본 기관은 평등한 고용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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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 양식에 제출된 정보는 기밀 유지의 교육 기록이므로 수정된 1974 년 가족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FERPA)
(20 USC § 1232g, 34 CFR 99 장), 49060 항 이하에서 시작하는 캘리포니아 교육법의 2 부, 4 항, 27 조, 6.5 장; 캘리포니아 정보

관행법(캘리포니아 민사법 1798 항 이하) 및 캘리포니아 헌법 1 조 1 항에서 규정하는 교육 기록에 관한 연방 및 주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수"에 누구를 포함해야 합니까?
혈연적 관계 여부를 떠나, 소득과 지출을 공유하는 귀하의 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예: 자녀, 조부모, 기타 친척 또는
친구)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면 (예: 자녀와 소득을 공유하지 않고
비용을 배분하여 지불하는 사람), 해당 개인은 포함하지 마십시오.
"가구의 총월소득"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총 월가구 소득에는 다음의 내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

직장에서 얻은 총 소득: 집으로 가져가는 급여액수가 아닌 총 소득액을 사용하십시오. 총 소득은 세금 및 기타 공제
전의 소득입니다. 해당 정보는 급여 명세서에서 찾을 수 있으며, 확실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상사가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순소득액은 자영업, 농장 또는 임대 소득에 대해서만 보고해야 합니다.

•

복지, 자녀 양육비, 위자료: CalWORKs 에서 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귀하의 가구에 살고 있는 각 사람이 해당
출처에서 받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

연금, 은퇴연금, 사회보장 금액, 추가 사회보장 금액(SSI), 상이용사 수당(VA 혜택) 및 장애 수당: 귀하의 가구에
살고 있는 각 사람이 해당 출처에서 받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

기타 모든 소득: 산재, 실업수당 또는 파업 수당, 귀하의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받는 재정적 기여 및
기타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귀 가구가 수령한 Cal Fresh, WIC, 연방 교육 혜택 및 위탁 지불금은 포함하지
마십시오.

•

군대 주택 보조금 및 전투 수당: 군기지 외부에 있는 주택의 보조금을 포함합니다. 군대 사설 주택 발의안 또는 전투
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타 지불금: 초과 근무 수당은 오직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만 포함합니다.

소득이 변경되면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급여를 포함하십시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매월 $1,000 를 벌지만 지난달에
결근하여 $900 를 벌었다면, 한 달에 $1,000 를 벌었다고 적으십시오.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에만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합니다. 실직했거나 근무 시간 또는 임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0 또는 현재 감소된 소득을 입력하십시오.
가족 구성원의 수 및 총 가구 소득에 대한 추가 정보는 미국 농무부 지침 및 자원 웹 페이지에 나와있는 학교 급식 자격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fns.usda.gov/cn
질문/도움이 필요: 급식 서비스에 714-870-2820 으로 연락하십시오.
이메일: foodservices@fjuhsd.org
제 출: 완전한 양식을 자녀의 학교 또는 다음 주소로 제출하십시오.
Fullerton Joint Union High School District
Food Services Department
1051 W Bastanchury Rd. Fullerton, CA 92833.
CA 교육부
April 2015 년 4 월 개정함

*본 기관은 평등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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