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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비. 밀러 학부모/보호자님께,
최근 총기와 관련된 학교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계기로 올해 밀러는 기존의 학교 안전계획 및 보안조치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안전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면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견을 취합하기 위하여 이번 학년도 동안 부모님, 교직원, 학교 리더쉽 팀, 법 집행기관,
교육구 리더쉽 팀을 포함하는 밀러의 학교 관계자 그룹을 만났습니다. 밀러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며,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에도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진행될 변화에 대한
부모님의 협조와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
•

방과 전∙후를 비롯하여 학교 일과 중에는 권한을 부여받은 관계자 이외의 분들에게는 캠퍼스가 폐쇄됩니다.

•

부모님/보호자님은 학생(들)을 학교 문 앞의 기다릴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나 뒷 문에 내려다 주시고, 학생(들)과
함께 캠퍼스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

학교에 일이 있어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은 도착 즉시 사무실로 가셔서 방명록에 서명을 하셔야만 하고, 떠나기
전에도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하교 시간:
•

학교가 마칠때 부모님들은 학생(들)을 정문의 기다리도록 지정된 장소에서 기다립니다. 학교에 일이 있어
사무실에서 방명록을 작성하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캠퍼스의 어디에서도 머무르실 수 없습니다.

2018 년 5 월 7 일 월요일부터 캠든 서클(Camden Circle)에 있는 뒷문은 안전 상의 이유로 항상 잠긴 상태로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두 개의 문이 등교 및 하교 시간에 열려있게됩니다. 캠든 서클에 있는 뒷문은 중앙에서 잘 보이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그 문을 통하여 누가 들어오는지 모니터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학교 관계자 분들의
의견을 모은 후 이 문을 항상 잠그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두 개의 뒷 문은 중앙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평소와 같이 등∙하교시간에 열어 둘 것입니다.
방과 전∙후에 교사나 교직원과의 회의가 잡혀있는 경우에는 먼저 학교 사무실에 들리셔서 학교의 방문 절차를
따라주십시오.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자원봉사자도 사무실에서 방명록에 서명을 하시고 방문자 명찰을
착용하셔야만 합니다. 지. 비. 밀러에 많은 부모님께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계시는 것을 행운이라 여기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업을 계속해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허가를 받은 분들만이 캠퍼스에 계실 수 있도록 하며, 통지없이 낯선 사람이 학교 안에 들어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절차 수정에 대한 결정은 학교 공동체에 관계된 많은 분들과 논의하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루어졌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안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질문이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스테이시 장 박사, 교장(Dr. Stacy Chang, Principal)

Board of Trustees: Henry Charoen ● Steve Harris ● Art Montez ● Elizabeth Martinez ● Connor Traut
District Superintendent: Norma E. Martine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