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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즌튼 통합 교육구 전략 계획
사명
우리의 학생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게 한다.

목적
모든 학생들이 다재다능하며 끈기 있고 책임감 있는 적극적인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게 한다.

신념
우리의 신념…
 지도와 후원으로 각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안전하고 상호 존중적인 교육적 환경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공교육의 촛점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인격과 도덕성, 사회적 책임감을
지닌 전인 교육에 있다.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진지한 배움의 환경을 제공한다.
 평생 교육으로 이어지는 호기심과 열정을 배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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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플레즌튼 통합 교육구

교과 과정
학부모/보호자께서는 9 월의 백투 스쿨 나잇과 11 월의 초등학교 학부모 회의에 꼭 참석하여 주십시오.
백투 스쿨 나잇에서 선생님들로부터 해당 학년의 대략적인 교과 과정과 교육 목적, 채점 기준과 교칙에
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9-12 학년의 교과 과정은 플레즌튼 통합 교육구 교과 목록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고등학교의
웹사이트에도 이 교과 목록서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께서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켈리포니아 주의 필수 과목에 관한 기준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cde.ca.gov/be/st/ss/.

보건 및 성교육
성교육 및 성교육 관련 수업에 학생들의 참여 여부를 학부모/ 보호자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수업이 진행되기에 앞서 수업에 관한 관련 교재를 미리 검토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도 서면으로 학부모/보호자께 알려드립니다.
(BP 6144) (EC 51930, 51933, 51934, 51937-51938)

에이즈/인체 면역 질환 예방 교육
켈리포니아 주법에 의하여 에이즈/인체면역질활 예방 교육을 중학교와 고등학교때 최소한 한차례 이상
실시합니다. 이런 교육에 대한 공지와 교재를 미리 검토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학기초에
알려드립니다. 학부모와 부호자는 자신의 학생이 에이즈/인체면역질환 예방 교육을 받는 것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C 51930, 51934, 51937-51938)

보건 실태에 관한 조사
교육구에서 학생들의 보건 행동과 위험도를 조사하는데 있어 자발적이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은밀한
방법을 취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는 시험과 질문지 그리고 성행위에 관한 학생들의
태도에 관한 연령별로 특화된 조사가 포함됩니다. 이런 시험과 질문서 그리고 조사를 행하기에 앞서
학부모/보호자께 서면으로 그 계획이 고지되어 그 자료를 미리 검토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만일
자녀들이 이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서면으로 조사 거부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건 실태에
관한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반드시 학부모/보호자의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구의 방침입니다.(EC 51938)
교육구의 모든 직원은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PC 1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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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의 도덕성
교육 위원회에서는 개인의 도덕성이 학업 성취의 아주 주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태도로
임할 때 학생 각자의 잠재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육 위원회에서는 모든 학교 활동에
있어서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각 학생이 노력을 통하여 성취를 해야 합니다. 교육
위원회에서는 학생 본인을 비롯한 다른 학생들의 이익을 위한 부정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BP 5131.9)
학업의 도덕성에 관한 부록을 참고하십시오.

학과 진행
교육 위원회에서는 모든 학생이 매해 한 학년씩 진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개별
학생의 성장 패턴과 다양한 관심을 고려한 교육이 실행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각자 다른 학업 성취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께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관한 기준과 현황 그리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학업
수준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이 유급의 위험에 있거나 평균치를 밑도는 경우
학부모/보호자께 통보가 됩니다. 또한 K-8 학년의 학부모 보호자께서는 유급이나 진급에 관하여 학교
교직원과 상담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런 결정에 항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담임(K-8)의
의견을 고려하여 교장이 내립니다.(EC 48070.5)
9-12 학년의 진급은 취득한 학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치원/ 전환 유치원 등록 기준 연령
매 학년의 9 월 1 일 당일 및 그 이 전에 만 5 세가 되는 아동은 교육구내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9 월 2 일부터 12 월 2 일 사이에 5 세가 되는 아동은 일단 전환 유치원에 등록하고 그 다음해에 유치원에
등록헤애 합니다.
1 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은 9 월 1 일 이전에 반드시 6 세가 되어야 합니다.

RTI (학업보조프로그램)
RTI 는 모든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구성된 여러 단계의 교육 제도입니다. 사전 예방을
하며 성적 낙오에 있는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RTI 는 교실 및 기타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학습 목표치에 근접한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교과 과정과 지도가 이루어지므로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행동 지침교육(PBIS)과 연계하여 RTI 는 학생의 학업과 행동을 아우른
전인적인 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학부모를 위한 RTI 에 관한 자료를 국가 교육 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rti4success.org/resources/family-resources

3

학생 스터디 팀(SST)
학생 스터디 팀(SST)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기타 품행을 지도함에 있어서 학부모를 돕기
위하여 학교가 주체가 되어 구성된 조직입니다.
학생 스터디 팀의 구성은 학부모/ 보호자, 학생, 교장과 기타 교직원 상담 교사및 담임 또는 특수교육
교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학교로 연락을 주십시오.

연방법 504 호
미국 의회가 발의한 1973 년의 재활 법률(The Rehabilitation Act)에는 “연방법 504 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장애 학생들의 차별 금지와 이들이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하는
것입니다.
연방법 504 호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일상 생활의 “주요한 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정도의 장애를 가진 아동을 일컬으며 아래와 같은 장애를 포함합니다.


학습,시각,청각,보행,기립,호흡,집중,사고,대화 그리고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장애



면역체계,세포성장,소화기관,방광,신경,뇌,호흡,순환,내분비적,생식 관련 기능 등 “주요한 신체적
기능 장애”

장애가 일시적이거나 회복기에 있는 학생들도 이 법의 대상이 됩니다.학생의 장애 상태를 판별하는데
있어 장애의 정도가 경감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학생이 연방법 504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갖고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보호자께서는 직접
교장에게 연락하여 학습위원회(Student Study Team)를 요청하십시오. 학습위원회가 학생의 상태를
평가하고 504 호의 적용 평가를 추천할 것입니다. 504 호의 해당 평가에는 학부모/보호자도 참여하여
이에 관련한 모든 기록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교장과 일반 교직원, 그리고 504 호의 검토를 위해
지정된 다른 직원이 504 호 프로그램의 적용을 검토하고 결정을 합니다.
504 호 플랜에 관한 우려 사항은 먼저 학교의 504 호 지원팀과 교장,교감에게 전달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지속적인 우려 사항이 있다면 학생과의 수석 담당관(Senior Director of Student
Services)에게 연락하십시오: 210 Abbie Street, Pleasanton, CA, 94556. 925-426-4290(ED56301)
학부모 및 학생의 권리에 관하여 연방법 504 조항의 부록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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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교육
플레즌튼 교육구는 연방 및 켈리포니아 주법에 의거하여 장애 학생의 특수한 필요를 감안한 특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장애 학생 교육 법안(Individual Disabilities in Education Act)에 의거한 프로그램에 등록됩니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에 등록된 학생들은 가능한 자유로운 환경에서(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일반 학생들과 최대한의 교류를 갖게 합니다. 가급적 그 장소는 학생이 주거하는 곳의 학교로 합니다.
교육구에서는 가벼운 정도의 장애와 중증 장애 학생들을 위하여 총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로 확인된 학생들에게 3 세부터 22 세 생일까지 제공되며 특수교육이
제공되는 장애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폐증

2.

실명

3.

청각 상실

4.

정서 장애

5.

청각 장애

6.

지적 장애

7.

복합 장애

8.

외과적 장애

9.

기타 건강상의 장애

10. 학습 능력 장애

11. 스피치, 언어 장애
12. 사고로 인한 뇌 손상
13. 시각 장애
14. 선천적 의료적 장애 (3-5 세 아동만 해당)

특수교육 추천 과정:
학부모,교사 또는 기타 의료진 누구라도 학생이 특수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평가시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 서무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특수교육 적합 시험을 요청하는
서식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학교로 연락을 주십시오. 시험 요청서에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1.

학생 성명

2.

학생의 출생 년월일

3.

재학중인 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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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의 현재 학년

5.

부모/보호자명

6.

집주소

7.

집전화번호

8.

핸드폰 또는 다른 전화번호

9.

요청 사유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에게 먼저 일반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본 뒤에 특수 교육으로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일반 교육 환경에서 다양한 보조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운용됩니다.
플레즌튼 통합 교육구는 트라이밸리 특수교육 지역구(Tri valley Special Education Local Plan Area)의
멤버입니다.
절차적 보호 조항/학부모 권리를 비롯한 추가 정보를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trivalleyselpa.org/
http://pleasantonusd.net/departments/educational-services/special-education/
절차적 보호 조항/ 학부모 권리의 부록을 보십시오.

학업 및 직업 상담
교육 상담은 학업뿐 아니라 직장과 직업 교육에 관하여 이루어집니다. 학부모/보호자께서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단기 및 장기적인 계획의 상담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C 49600)

자율 학습
자율학습의 규정은 현재 검토중이며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기존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AR 12406)
학생이 5 일 이상 연속 20 일 이내에서 결석을 하는 경우에 단기간 자율 학습 계약을 선택하여 일반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12 학년까지는 매 학년마다 단 한번의 자율 학습이
허용되지만 유치원부터 12 학년 전체 기간 동안 총 3 회 이상 쓸 수 없습니다.
학년 시작 첫주와 마지막 주에는 자율 학습 계약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율 학습을 허용하는 것은 각 학교의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자율학습의 가능 여부는 교장과
교사, 학부모/보호자와 학생간의 상호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학생이 자율학습을 통하여 필요한 학업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EC 51745(a), 51747(c)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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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습 신청서는 첫 결석의 최소 10 일전에( 주말 제외) 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일
경우에는 교장에게 연락을 하세요.
자율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자율 학습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여 제출하세요. 이
계약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이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자율 학습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의 계약서는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관리하고 검토합니다.
숙제는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는 첫 날 제출하며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채점합니다.
교육 코드 56026 에 명시된 바 장애 학생은 그 학생의 개인 특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 Education
Program)이 자율 학습의 참여를 추천하지 않는 한 자율 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EC 51745 (c))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율 학습의 관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와 함께한 장기간의 여행으로 결석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결석이 시작되기
이전에 학교 출석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내 출석과에 비치된 휴가 결석서에 기재된 교사와 사무직원의 서명만으로는 결석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다만 승인 가능한 결석 사유를 제출한 것으로만 간주됩니다.



교장이 별도로 승인하지 않은 한 출석과 직원과 교사에게 최소한 여행 두주전에 알려야 합니다.



학생이 결석할 동안에 필요한 숙제들이 주어지고 이들 숙제는 학교에 복귀하는 날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율 학습 계약서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그 기간의 결석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결석 일수는 달력상 1 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달력상 1 개월 이상의 결석에 관하여서는
학교장이 그 결석의 상황이 합당한지 승인을 해야 합니다.
만일 그 달력상 한달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 된다면 공휴일이 끝난 바로 다음날 학생이 자율 학습
기간의 숙제를 가지고 등교하여야 합니다.
만일 등교 첫날 숙제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 동안의 자율학습기간의 허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학생은 학교에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인원과 프로그램의 여유에 따라서)

가정과 병원에서의 교육
일시적인 장애로 학생이 5 일 이상 결석을 할 경우에 가정내 교육이 가능합니다. “일시적인 장애”란
학생이 일반 클라스 또는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있는 상황에서 육체적,정신적 또는 감정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추후 특별한 조처없이 기존의 클라스나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일시적인 장애는 교육구 섹션 56026 에 근거한 기존 장애와 구별이 됩니다. (교육코드 48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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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교육은 학생이 일반 교과 과정에 뒤처지지 않도록 매일 한시간씩 일주일에 최대 다섯 시간까지
보충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5 일 이상 결석을 할 상황이 예측되고 또 그 기간에 학생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임이 예측된다면 학부모나 보호자가 가정내 교육에 관한 지침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무실에 비치된 “Parent Request for Home Teaching(가정내 교육을 위한 학부모 요청서)”를
작성하시고 교직원이 가정내 교육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학교측에서 가정내 교육을 위한 의사소견서
(Medical Verification for Home Teaching)의 작성을 요청할 것입니다.

대안 프로그램
교육구에서는 현재 켈리포니아 주법이 허용한 대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품행 또는
학업 성적이 저조할 경우 교육 위원회나 교육감, 또는 대리인이 학부모/보호자와의 상호 동의하에
학생을 대안 프로그램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EC 48432.5, 48637, 58500, BP 5149)
대안 프로그램은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습니다.


Village High School : 16 세 이상의 학생들



자율 학습



Horizon : 10 대 임산부와 학부모

졸업 요건
플레즌튼 교육구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학점은 230 이며 각 과목별 필수 학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 언어 과목 40 학점
수학 20 학점
과학 20 학점
외국어 또는 예술 과목 10 학점
체육 20 학점
사회과목 35 학점
보건 5 학점
선택과목 80 학점
총 230 학점

졸업을 위한 추가 요건


사회 봉사 20 시간



대수학(algebra) 1 이수



켈리포니아 고등학교 졸업시험 통과 (CAHSEE) (EC 48980(e), EC 51220)



영어 시간에 치뤄지는 교육구 기준 스피치 숙련도 통과



기타 학교에서 정한 요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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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활동 및 교과 병행의 활동
모든 학생들
a. 전학년의 평점이 2.0 이상이고 낙제 과목이 없어야 합니다.( 신입생 제외)
b. 플레즌튼 통합교육구의 과외활동과 수업 관련 활동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7-8 학년
a. 교장이 따로 축소된 수업 스케쥴을 허락하지 않은 한 6 과목에 등록한 학생
9-12 학년
a. 전학년의 마지막 채점 기간에 20 학점을 등록한 학생
b. 교육 위원회에서 지정한 고등학교의 최소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에 있는 학생

참여 가능 평가 기간
a.

매 채점 기간의 마지막에 각 학생의 참여 가능 대상 여부가 확인됩니다.

b. 현재 학생이 평가 기준에 못미친다해도 평점이 1.75 이상이고 낙제점이 없다면 다음 채점
기간동안 관찰 유예의 대상이 되면서 활동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c.

신입생은 플레즌튼 통합구의 현행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2.0 평점에 낙제 과목 0) 그러나
낙제 과목이 없고 평점이 1.75 라면 첫 채점 기간에 관찰 유예의 대상이 되면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d. 플레즌튼 통학교육구의 학교에 편입하는 학생은 이전 다니던 학교에서의 처벌이 남아 있지 않고
학업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

”c” 와”d” 조항은 정상 참작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안전 장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며
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교장에게 항의하실 수 있습니다.

f.

관찰 유예 대상의 학생이 계속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채점 기간말까지 반드시 학점
평균을 2.0 이상으로 향상시키며 낙제 과목이 없어야 합니다.

g. 관찰 유예 대상이 될 수 있는 횟수는 매 학년당 1 회로 제한합니다
여름 학기의 학점은 바로 그 전학기에 발생한 학점 미달을 보완하는데 사용됩니다.(BP/AR 6145)

학교 회계에 관한 보고서
매년 각 학교는 의무 보고서(SARC)를 작성하여 각종 지출과 규율, 출석 현황과 학생들의 수업성취도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교육구 웹사이트와 (www.pleasantonusd.net) 각 학교
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EC 33126, 35256, 35258, 41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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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석
플레즌튼 통합 교육구
출석의 의무
교육 강령 48200 에 의거하여 6 세에서 18 세의 청소년은 특별한 사유로 면제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온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이사회는 학생의 꾸준한 출석이 학업 성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이사회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출석에 관한 캘리포니아 주의 법을 준수할 것을 종용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만성 결석 및 지각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cf.5112.1-출석 면제 규정) (cf.5112.2-출석 제외 규정)(cf.5113.1-만성결석과 무단결석)
출석에 관한 모든 규정을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amutonline.net/district/pleasantonusd/

학부모/보호자의 의무
학생들의 출석을 종용하는 것이 학부모/보호자의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송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C 48260.5)

결석 통보
학생이 결석할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결석 당일에 학교에 전화로 알려주십시오. 학부모/보호자로부터
전화나 서면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학교에서 연락을 할 것입니다. 학생이 다시 등교할때 적법한 결석
사유가 학부모/보호자로부터 제출되어야 합니다. (BP/AR 5113, CCR 306)

승인된 결석
학생의 결석 사실을 학부모/보호자가 인지하고 또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적절한 사유 없이는 결석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교육 코드 48205 에 의거한 적법한 결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1.

학생의 질병

2.

카운티나 시 보건 당국에 의한 격리 조치

3.

치과,안과 , 척추 지압 및 병원 치료

4.

AR 5113 에 명시된 직계 가족의 장례식 참석. 단 장례식이 켈리포니아에서 치뤄지는 경우 하루,
그외 타주에서 치뤄지는 경우에는 3 일 이내로 합니다.

5.

법에서 요구하는 배심원 참석

6.

학생이 보호자/ 부모인 경우에 자녀의 질환 또는 병원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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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정 출두, 장례식, 개인의 종교적 휴일이나 예식, 종교 행사 참석(한 학기당 4 시간 이내), 직업
관계 회의 등 학생들의 개별적인 사유를 학부모/보호자의 서면 요청으로 교장이 승인하는 경우.

8.

예방 접종 증명을 제출 못하는 경우에 최대 5 일까지.

9.

AR 5113 조에 명시된 바 종교적 이유로 ADA 를 받는 경우.

결석 승인의 남용
7 회 이상 승인된 결석이 누적된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는 학교 관계자와의 회의에 참석하여 질병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추가적인 결석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CCR 421, BP/AR 5113)
학생이 일시적인 장애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는 가정
또는 병원내 교육 프로그램의 개별 교육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 연락하여 신청과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십시오.

만성 걸석과 무단 결석
정의:
만성 결석 이란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 학생이 한 학년 동안에 결석한 날의 총 숫자를 주말을 제외한 정규
수업일수로 나누었을 때 결석일수가 10 퍼센트를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단 결석이란 한 학년중 특별한 사유없이 3 일을 결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30 분 이상 지각을 하거나
학교 수업시간에 빠지는 경우가 한 학년에 3 번 이상 발생할 때, 또는 앞의 두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무단 결석으로 간주되며 (EC 48260) 학부모/보호자에게 무단 결석 통보 편지가 발송됩니다.

습관적 무단 결석은 교육구에서 최소한 1 회 이상 해당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와 함께 회의를 열어
상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학년중에 학생의 무단 결석을 3 번 이상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C48262,48264.5) 학부모/보호자에게는 습관적 무단 결석 통지가 발송됨과 동시에 학교 출석 조사
위원회(SARB)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만성적 무단 결석 은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특별한 사유없이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학년 출석 일수의 10 퍼센트 이상을 무단으로 결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C 48260-48263, 48291. 48263.6)
학부모/ 보호자에게 무단 결석 통지가 발송됩니다.

만성 결석의 대처
학생이 만성 결석자로 분류되면 출석 담당자가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과도한
결석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만성 결석이 초래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주지시키게 됩니다. 또한

11

학생이 결석하지 않을 방안을 협의할 것입니다. 학생에게 어떤 프로그램과 방법이 도움이 될 것인지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학교내의 출석 검토 위원회 또는 다른 부서에 학생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학업 성적 부진인 학생은 개인 교습이나 다른 보조적인 지도, 방과후 학습이나 대안 교육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성 결석의 원인이 학교 외에 있는 경우 출석 담당자는 지역사회의 단체나 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학생과
학부모/보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교육구의 학교 출석에 관한 모든 자료를 온라인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amutonline.net/district/pleasantonusd/.

학교 출석 조사 위원회 (School Attendance Review Board)
학교 출석 검토 위원회는 교육구와 사법기관, 보호기관 그리고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다양한 청소년
사업기구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회원들은 문제의 원인을 협동적으로 파악하고 학생을
다시 출석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출석 조사 위원회의 회의에 불응하고 위원회의 조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단 결석 방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기관에 위탁되거나 지방 검사에게 기소될 수 있습니다.
(EC 48263 과 48263.5)

적법한 사유로 수업에 참석 못한 학생은 숙제와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교사의 재량에
따라서 학생이 결석한 동안의 숙제와 시험은 비록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
부여됩니다. 일정기간(결석일수와 동일)내에 제출된 숙제는 온전한 점수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 즉 특정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숙제의 제출 기한이나 양, 시험의 정도를 공인의료기관의 추천에 따라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BP/AR 6154).
플레즌튼 교육구는 학생이 출석하는 경우에만 주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이던지
결석에는 주정부의 지원이 없습니다. (EC 46010.0, 46014,48205,48216,CCR 420, BP/AR 5113.1)
교육구의 학교 출석에 관한 모든 자료를 온라인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amutonline.net/district/pleasantonusd/.

주소 이전/ 주소 변조
등록 당시의 주소에서 학생과 학부모/보호자가 이사를 할 경우에 수업일수 5 일 이내에 재학중인 학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사를 하고 수업일수 5 일 이내에 교육구에 통보하지 않으면 주소 변조로 간주됩니다.
합리적인 근거로 교육구 직원이 학부모/보호자가 주거 증명을 변조했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이나
지정대리인이 학생의 주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서류 확인, 전화,가정방문 등)
주소 변조는 학생을 제적시키는 사유가 됩니다. (BP/AR 5111.1, 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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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플레즌튼 교육구의 홈리스 아동 교육법(BP6173)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리스 아동, 청소년이 그들의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분쟁 해결



학부모/ 보호자 또는 홈리스 지원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홈리스 학생의 등하교를 돕는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교육구 방침(BP 6173)의 모든 내용을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amutonline.net/district/pleasantonusd/.
저녁에 거처할 일정한 장소가 없는 홈리스 상황의 학생은 맥키니 벤토 법령(McKinney-Vento Act)의 보호를
받고 양호 위탁(foster care)을 받는 학생도 AB 490 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서 학생의 가장 큰 이익을 고려한 학교의 배정과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예방 접종의 기록이 구비되지 않았더라도 바로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자녀가 이들 법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을 하거나 또다른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홈리스/양호 위탁 학생 지원 서비스 (510) 657-2350 내선 번호 12293
플레즌튼 통합교육구의 담당자:Rae Huseman 또는 Kelly Mills (925)426-4290.

입양/친척 위탁 아동
친척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입양/ 친척 위탁 아동 담당자인 Brenda Montgomery 에게 연락을
취하실 것을 권합니다. 학생 서비스: 925-426-4290.
플레즌튼 교육구는 친척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조부모,형제,삼촌,이모등)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링컨 어린이 센터와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아직 자신의 부모의 집에서 기거하며 양육에 참여하는 미성년자
부모나 아이의 양육에 책임이 있는 오래된 관계의 집안 친구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후견인과 생활하는
아동에게도 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의 내용은 보호자를 무료로 지원하는 그룹, 학생들의 무료 숙제 도움과 과외, 사건 처리,
재정적,법적인 조언과 의뢰, 정신적 상담과 응급 상황의 서비스 등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무료 청소년 주말
프로그램활동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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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수단
켈리포니아에서는 통학 버스가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교육구에서는 통학 버스의 노선을 지역사회의 대중
교통 버스 “WHEELS”과 연계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들 노선의 대부분은 여러 학교의 수업 스케쥴이
고려되어 짜여 있습니다.

자유 입학
학부모/보호자는 주소 지역이 아닌 다른 곳의 학교에 학생을 등록시키고자 신청할 수 있지만
교육구내에서는 자유 입학 절차를 밟습니다. 자유 입학은 각 학교의 수용 인원에 한해 허용됩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등 각자의 레벨에 맞춰 등록하며 다음 학년의 학교는 학생의 집주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자유 입학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12 학년 학생의 신청서는 다음 학년 이전의 1 월에 마감됩니다.



전환 유치원(TK)과 유치원(K): 의다음 학년 이전의 3 월에 접수를 받습니다. 전환 유치원의
프로그램이 모든 학교에서 운용되는 것은 아니며 전환 유치원의 자유 입학은 그 해당 학년에만
가능합니다.

전환 유치원을 제외하고 자유 입학이 승인되면 그 학교가 학생의 주소지역 학교가
됩니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 수용인원보다 많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임의로 추첨을 하여 학교 배정을 합니다.

타교육구에서 전학오는 경우
플레즌튼 외의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에서도 타교육구 전학 절차를 밟아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주 지역구에서 전학 승인 서류를 받아야 하며 학생들은 출석,품행,학점 등 플레즌튼 교육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5117)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이 전학 승인은 현 학년에만 허용되며(초등하교,중학교,고등학교),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철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교육구에서의 전학은 등록을 원하는 학교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있는 경우에만 승인됩니다. (BP 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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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안전
플레즌튼 통합 교육구

학교 방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잠재적인 수업의 방해를 피하기 위하여 모든 방문인은 학교 교내에 들어서는 즉시
학교 오피스에서 체크 인을 하고 학교 안에서 방문인 뱃지를 패용하여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를 학교 교실에 청하는 경우는 학교 선생님 또는 교장의 주선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학부모/보호자가 요청할 때 교실 방문이나 회의가 적정한 시일내에 계획됩니다.
사법 기관의 직원을 제외하고는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의 긴급 연락망에 기재되어있는 지정인만이
학생을 학교에서 데려갈 수 있습니다. (EC 51101 (a); BP/AR 1250)

안전 위원회/ 총괄적인 학교 안전 대책
각 학교마다 학교의 안전을 확실케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점검하는 안전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학교는
또한 재난 대비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학교들은 주기적으로 소방 훈련,
학교 폐쇄, 지진 및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합니다.
(EC 32000-32004, 32200, 35294.1, 35294.2 &51202)
학교의 안전 문제에 우려가 있거나 학교 안전 대책의 사본이 필요하다면 교장에게 연락하십시오.
(EC 35294.1)

학교 폐쇄 훈련 절차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교내 방문인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폐쇄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학교 폐쇄는
학교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학교 폐쇄기간에는
학부모/보호자도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부모/보호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상부 기관과 협조하여야 합니다. 학교 폐쇄가 종료되면 교장이 날짜와 시간, 폐쇄 조치가
내려진 시간과 이유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학부모/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사고 및 부상 보험
학교내에서와 통학 시간 또는 교육구에서 주최한 활동에 학생이 참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와 부상에
관하여 교유구에서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보험사를 통하여 학부모/보호자가 선택적인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학교에 이에 관한 정보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EC 48980 & 49470-49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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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 및 복장기준 ( BP 5132 )
교육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학습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적절한 옷차림을 권장합니다. 학생들 모두가 개인
위생에 유의하고 각자가 참여하는 학교 활동에 적합한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학생의 복장이 안전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cf. 4119.22- 드레스 및 의복) (cf.5145.2-연설과 표현의 자유)
매 학년 학기초, 또 의복에 관한 관련 기준이 개정될 때마다 학생들과 학부모/보호자에게 드레스와 의복
기준에 관한 안내가 고지됩니다. 이들 기준을 위반할 때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cf.5144-규율)
교사들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보호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교장 또는 지명인은 법과 교육 위원회 그리고 행정
규정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의복 관련 학교 규칙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학내 의복 관련 규칙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cf. 0420-School Plans/ Site Councils)
각 학교는 학교 시간내의 교실밖 수업에 학생들이 모자를 비롯한 자외선 차단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EC 35183.5)
이에 덧붙여 다음의 기준이 모든 일상적인 학교 활동에 적용됩니다.
1.

항상 신발을 착용한다. 샌들은 반드시 뒷꿈치 끈이 있어야 하며 가죽끈 슬리퍼나 뒷부분이 없는
신발은 금한다.

2.

의복,장신구 그리고 개인 용품(백팩, 지퍼 주머니, 체육 가방, 물병 등)에 다음과 같은 상징이나 글자
그림이 없어야 한다; 저속하고 세속적이며 성적인 암시, 약물과 술, 담배의 광고, 인종적 종교적 편견

3.

실내에서는 모자와 캡 등 머리에 쓰는 것을 금한다.

4.

의복은 항상 속옷을 충분히 가려야 한다. 속이 비치는 옷이나 그물 망사천, 홀터 탑이나 어깨를
드러낸 옷, 너무 깊이 파진 옷, 허리 부분이 드러난 옷, 허벅지 중간 이상으로 올라간 짧은 길이의
치마나 반바지는 금한다.

5.

체육복은 체육 시간에만 착용한다.

6.

머리는 청결하고 단정하게 한다. 젖었을 때 얼룩져 흘러내리는 칼라의 스프레이는 금한다.

7.

의사가 서면으로 확인하고 학교 서무과에서 허락되진 않은 한 실내에서의 선글라스 착용을 금한다.

8.

무기로 사용될 수 있거나 학교 자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복장의 착용을 금한다. 금속성 신발코가
달린 부츠나 체인, 스파이크나 징 등.

교사와 코치는 자신의 수업이나 스포츠에서 요구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 세밀한 의복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기준은 학생들의 건강상 요건이나 종교적인 이유 그리고 행정부에서 승인한
특별한 상황을 감안하여 조절 되어야 합니다..(cf. 3260- Fees and Charges)
어느 학년의 학생이든지 체육 수업에 참여함에 있어서 학생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일반 체육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도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EC 49066)
(cf. 5121- Grades/Evaluation of Student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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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기타 과외 활동이나 다른 특별한 학교 활동을 할 때 교장과 교직원,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보호자가
별도로 합리적인 의복 규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갱단과 관련된 복장
갱단의 활동이 감지되고 그것이 학교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교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교의 학부모 및
보호자가 학생들로 하여금 갱단을 연상시키는 복장을 금하는 규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장 규칙은
학교의 안전 대책의 일환이 되며 교육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이 규칙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타당한지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cf.0450-포괄적인 안전 대책),(cf.5136-갱단)
학교나 학교 활동에 있어서 갱단과 관련된 복장을 금지하는 각 학교에서는 안전 대책의 수립에 참여하는
교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보호자가 학생들이 이러한 복장을 학교에서 착용하였을 때 학교 환경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상식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갱단과 관련된 복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EC 32282)
법률 지문
교육 강령(EDUCATION CODE)


32281 학교 안전 플랜



35183 학교 복장 코드; 유니폼



35183.5 자외선 차단 복장



48907 학생의 자유로운 표현의 행사



49066 : 체육복의 효과



규율 강령, 5 조



302 학교내에서 학생들은 청결하고 단정해야 한다.







법원 판례
Marvin H. Jeglin et al v. San Jacinto Unified School District et al,(C.D. Cal. 1993)
827 F.Supp. 1459
Arcadia Unified School district v.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1992) 2 Cal. 4th 251
Hartzell v. Connell.(1984) 35 Cal. 3d 899

학교 인접 구간에서의 과징금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학교 인접 구간에서의 교통 위반 벌금은 두배로 과중 부과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발생하는 과징금은 학교와 보행자의 안전 지도 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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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규율
긍정적인 행동과 인성 지원 프로그램(PBIS)
플레즌튼 교육구는 플레즌튼시와 협력하여 바람직한 인성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인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교육구의 구성원들과 플레즌튼시, 상공회, 기타 조직의 자원봉사자들이 적극 참여합니다.이들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지역사회의 문화는 다음의 가치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인류애,정직성,존중,책임, 정직성, 자기 수양
이들 여섯 가지의 가치를 플레즌튼 교육구의 모든 학교에서 강조하며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이들 가치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학년중 수시로 학교 이사회 모임에서 치하합니다.
2014-15 학년에 플레즌튼 교육구는 미국 교육국의 학생 안전 부서로부터 학교 분위기 쇄신에 따른 장려금을
(SCTG) 받았습니다. 이 장려금으로 인해 우리 교육구는 학생들의 훈육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후 5 년간에 걸쳐서 플레즌튼 교육구는 교육구 내의 전체 학교에서 학생들의 긍정적인 행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2018-19 학년에는 PBIS 를 완전히 적용하려 합니다.
PBIS 는 응용 행동 분석과 사전 예방적 접근,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 지원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성되었습니다.
학교임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증거에 입각한 구체적인 행동 개입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학업
증진과 긍정적 사회적 행동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PBIS 는 모든
학생들의 성공을 지원합니다.
PBIS 는 학교 임직원이 학교와 교육구, 켈리포니아 주 차원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게끔
조력해주는 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지원의 예는:
(a) 단체에 기반을 둔 리더쉽
(b) 데이타에 입각한 결정
(c) 학생 행동의 지속적인 관찰
(d) 규칙적인 총체적 검사
(e)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효과적인 교실내 운영과 예방적인 학교 규율이 학습과 지도에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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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에 관한 학교의 의무
학문의 성취와 건강과 안전 그리고 모든 학생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폭력과 무기, 위법적인 행동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가되어야 합니다.
매 학년초 등록기간에 각 학교의 교장은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보호자에게 학생의 훈육과 정학,퇴학에 관한
학교 및 교육구의 방침과 절차를 고지합니다.
교육 위원회에서는 교사,상담원 그리고 학교 교직원들이 부적절한 학교내 행동을 초기에 바로잡도록
학부모/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학교와 교육구의 서면 규율을 공정하게 배분한다.



학생이 불법적이고 위험한 물건, 또는 부적절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학생의 몸수색을 하고 억류할 수 있다.



학생의 사물함과 자동차 등을 수색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 한해서 특수 훈련을 받은 개를 동원하여 법이나 교육 위원회에서 금지된 약물을 수색할
수 있다.



학생이 학교 자산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그 손실을 금전적으로 배상하거나 금전 배상 대신에 부과된
자원봉사활동을 마칠 때까지 평점과 졸업장, 성적표 등을 보류할 수 있다. (EC 48904, AR 5125.2)

교육구 방침:


어느 학생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활동, 서비스를 받는데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인종,혈통,신념,피부색,민족,국적,종교,성적 취향,나이,성정체성,성의 표현,
정신적 육체적 장애, 결손 부모 등. 그리고 이러한 이슈의 견해나 이들과의 교류-BP/AR 0410)



갱단을 허용하지 않으며 갱단 가입과 장비 구입,의복,작문, 서명,언급을 하거나 특유의 제스쳐 사용
등 캠퍼스내에서 일체의 갱단에 관련된 행동을 금한다.



학생들에게 체벌을 금한다.(BP 5136)

플레즌튼 교육구의 규율에 관한 부록 L 을 보십시오.

괴롭힘과 따돌림
플레즌튼 교육구에서는 성,인종,피부색,출신국적,장애 등에 근거하여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서면 규정이 있습니다. 교육구의 이러한 금지 규정은 아래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amutonline.net/district/pleasantonusd/DisplayPolicy/93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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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간내 학생들의 조사
합법적인 사법기관의 조사관은 교장 또는 대리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뒤 학생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학교 교직원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동의나 동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법기관의 조사관이 학생을 학교에서 데려가는 경우에는 교장과 조사관이
학부모/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려는 시도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아동 학대가 의심되어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EC48906, BP 5145.11)

정학과 퇴학 (BP/AR 5144.1)
정학 및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육구 방침에 의하여 그 처분을 받는 동안 일체의 과외 할동 참여가
금지됩니다. “정학”은 교정 목적으로 학생을 현 수업에서 일정기간동안 제외시키는 것을 뜻하며 “퇴학”은
즉각적으로 학교의 관리 감독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절차상 안전 장치가
있으며 무상으로 적절한 공교육(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학 사유(EC 48900)
교육구의 교육감이나 해당 학교의 교장이 학생의 행동이 아래에 명시된 사항(a-r)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정학이나 퇴학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1)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끼쳤거나 시도한 경우 또는 협박한 경우
(2) 정당 방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이에게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b) 총기류나 칼, 폭발물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판매 또는 제공한 경우. 단 이중 어떠한
물품이던지 자격증 있는 학교 교직원과 교장, 또는 교장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합니다.
c)

알콜이 함유된 음료수, 흥분제 그리고 건강 및 보건 코드 10 항 2 장에 명시된 약물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사용, 판매, 제공 또는 복용한 경우.

d) 건강 및 보건 코드 10 항 2 장에 명시된 약물을 불법적으로 누구에게든 제공, 알선, 판매를 주선하고
알콜 및 흥분제를 판매,배달,제공하는 경우.
e)

도둑질이나 갈취 행위를 했거나 시도한 경우

f)

학교 및 개인 자산에 손실을 입혔거나 시도한 경우(EC 48900 (u)에 따르면 학교 자산에는 전자
화일과 데이타 베이스도 포함됨)

g)

학교 또는 개인 자산의 절도(EC 48900(u)에 따르면 학교 자산에는 전자 화일과 데이타 베이스도
포함) 또는 절도의 시도

h) 담배나 니코틴 함유 제품을 소지하거난 사용한 경우. 하지만 학생 개인의 병원 처방약은 제외
i)

상습적인 풍기 문란과 저속한 행위

j)

건강 및 보건 코드의 조항 11014.5 에 규정된 것처럼 불법적으로 마약류를 소지하고나 판매 ,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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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1)임무 수행중인 학교 교직원,교사,수퍼바이져,서무원 등의 정당한 권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학교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2)그러나 섹션 48910 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치원과 1-3 학년의 학생들은 여기 열거된 어떤 사유에
의해서도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지 않으며 향후 12 학년까지의 학교 생활중에 퇴학의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단서 조항은 2018 년 7 월 1 일 이전에 그 효력을 연장하거나
중단한다는 추가 조처가 없는 한 2018 년 7 월 1 일에 그 효력이 정지됩니다.

l)

도난된 학교 및 개인 자산을 인지하며 수령하는 경우

m) 총기 모형의 소지. “총기 모형”은 유사 정도가 실제의 총기와 상당히 흡사하여 일반적으로 총기로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모형물을 말한다.
n)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시도한 경우(형법 조항 261, 266c, 286,288,288a,289) 그리고 성적인 폭행(형법
조항 243.4)
o) 학교 규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학생을 위협하고 겁박하는 행위.
p) 처방약인 Soma 를 불법적으로 건네거나 판매하는 행위
q) 집단 괴롭힘에 동참하거나 시도한 경우. 이 세부 조항을 설명함에 있어서 “집단 괴롭힘”이라는
것의 정의는 교육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던지의 여부를 떠나서 어떠한 학생 조직이나
그룹이 학생에게 상당한 정도의 위해를 가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학교가 주관한 행사나 운동 경기는 이 세부조항의 “집단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r)

집단 따돌림에 동참하는 행위. 이 세부 조항을 설명함에 있어서 특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집단 따돌림” 이란 신체적, 언어적 행동으로 상당한 수준의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48900.2,48900.3 또는 48900.4 에 명시된 것처럼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하는 가운데 특정한 학생 한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을 괴롭히는 행위도
포함된다.
정상적인 상태의 학생 및 학생들에게 자신의 신체나 소유물에 위해를 입을 것 같은 두려움을

a)

주는 행위
b) 정상적인 상태의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
정상적인 상태의 학생의 학업 수행에 상당한 저해를 가져오게 하는 행위

c)

d) 정상적인 상태의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활동, 특권을 누리고 참여하는데 방해를
하는 행위
(2)(A) “전자기기적 행동”이란 전자 장비를 통하여 학교와 학교밖 사이트에 아래의 내용물을
고시하고 전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자 장비에는 전화, 무선전화, 기타 통신 장비, 컴퓨터,
페이져 등이 포함됩니다.
i.

메시지,텍스트,사운드, 또는 이미지

ii.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올리는 행위
I.

번 페이지를 만들거나 올리는 행위. “번 페이지”란 (1) 문단에 열거된 사항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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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문단에 열거된 사항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해당 학생의 행세를
하는 신분 도용의 경우. “신분 도용”이란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타인이 해당
학생으로 오인할 수 있게 호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III.

(1)문단에 열거된 사항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거짓으로 프로화일을
만드는 경우. “거짓 프로화일”이란 이를 만든 학생 본인이 아니라 임의의 학생과
유사한 점을 찾아서 가공의 인물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B) 문단 (1)과 세부 문단(A)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어떤 콘텐츠를 인터넷에 전송하고 현재
포스팅했다는 자체 만으로는 전자기기적 행동의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정상적인 상태의 학생”이란 장애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 자신의 나이에 견주어 타당한
기술과 판단력을 갖고 자신의 필요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학생을 말합니다
s)

여기 열거된 세부 조항에 해당되는 행위라도 그 행위가 학교 활동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학교
교장이나 교육감의 관할하에 있는 학교에 출석중인 과정에 일어나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학교
교육구내에서 행해진 경우가 아닐 때에는 정학이나 퇴학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열거된 조항의 경우에는, 학교 활동과 연관이 있거나 학교 출석중에 행해진 경우 정학과 퇴학의
사유가 됩니다.
1) 학교내에서.
2) 등하교 하는 도중.
3) 학교나 학교외의 장소이던지 점심 시간
4) 학교가 주관한 행사 도중이나 그 행사에 오가는 도중.

t)

형법 31 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돕는
학생은 퇴학이 아니라 정학 처분에 취해집니다. 단,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
조력자로서 청소년 법정에서 판결한 경우에는 세부조항(a)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u) 이 섹션에서 언급된 “학교 자산”은 전자 화일과 데이타베이스도 포함됩니다.
v)

이 섹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아야 하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구의 교육감이나 학교장의 판단하에
정학 또는 퇴학 대신 48900.5 조항에 명시된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학생의
나이에 알맞게 고안된 대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w) 무단결석이나 지각, 결석의 경우에 대하여서는 정학, 퇴학보다는 대안적인 조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처의 의견입니다.

교육 강령(EC) 48900.2

§212.5 에 규정된 성적 희롱을 한 경우 교육 강령(EC) 48900.2
( 4-12 학년)

교육 강령(EC) 48900.3
인종과 종교,성,나이,장애,정치적 성향,이민 신분 또는 성적 정체성 또는 다른 형태의 증오 폭력에 근거한
신체적,감정적, 물질적 피해를 주거나 시도한 경우. ( 4-12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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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강령(EC) 48900.4
교육구의 교직원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상당한 방해나 소동을 일으키는 등
괴롭힘,협박, 위협을 가하는데 동참한 경우.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교육 강령(EC) 48900.7
학교 교직원이나 또는 학교 자산에 테러 위협을 하는 경우. 이 섹션에서 일컫는 “테러 위협”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다른 사람들의 죽음 또는 상당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 그리고
위협의 수단으로써 $1000 이상의 자산 피해를 주는 경우가 포함된다. 비록 실제적으로 이를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협의 목적과 즉각적인 실행의 가능성이, 이런 위협의 상황과 표면적 의미가 위협받는
이에게 명백하고,절대적이며,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져 자신의 안전 또는 가족의 안전, 학교
자산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자신의 자산이나 그 가족의 자산에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육 강령(EC) 48901.5
교육구 규제 조항 5150 에 위반하는 전자 신호 장비를 소지 또는 사용하는 것.

강제 퇴학 사유
48915(a)
학교에서나 학교 활동이 관련된 다른 장소에서 학생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을때, 교육감이나 교장이 퇴학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교장은 반드시 퇴학을 권고해야 한다. 이는 학교내에서 시간에
상관없이, 학교외 활동, 등하교길, 점심 시간,플레즌튼과 다른 어느 도시에서든지 행해지는 학교활동을
포함한다.
(a) (1)정당방위가 아닌 상황에서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위해을 가했을 경우
(a) (2)칼이나 기타 위험하고 합당치 않은 물품을 소지했을 경우
(a) (3)건강 보건법 10 부 2 장(조항 11053 이하)에 명시된 바 금지된 약물을 불법적으로 소지했을 경우.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했다가 처음 발각된 경우(농축
마리화나는 제외)
(a) (4)폭행1과 학대2
(a) (5)형법 조항 240, 242 에 명시된 폭력이나 폭행을 교직원에게 가했을 경우

1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 상해를 입히는 것

2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힘과 폭력을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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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15(c)
학교나 그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학교 관련 활동시 학생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학교
교육감과 교장은 섹션 48911 에 따라서 즉시 해당 학생의 정학 처분을 내려야 한다.
(C)(1) 무기를 소지,판매 제공하는 행위.
그러나 이 조항은 학생이 사전에 교장이나 지정 대리인에게서 소지 허가를 받은 뒤 소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은 교육구의 직원이 허가한 뒤 소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연방법과 켈리포니아 주법에 의거하여 학교로 총기를 가져오거나 소지한 학생은 1 년 이상의 기간 동안
퇴학처분을 받으며 비행 청소년 기관이나 형사 재판소에 회부된다.
(c)(2) 타인에게 칼을 휘두르는 행위
(c)(3) 건강과 안전에 관한 강령 10 조 2 장에 명시된(섹션 11053 이하) 금지 약물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c)(4) 연방법 48900 의 세부조항(n)에 규정된 성범죄를 시도하거나 행한 경우. 또는 연방법 48900 의
세부조항(n)에 규정된 성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 형법 240,242,26,.266c,286,288,288a,289,243.4).
(c)(5) 폭발물의 소지

기타 퇴학 사유
교육 법령 48900 에 열거된 행동을 했을때 교장이나 교육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퇴학 조치를 할 수 있다.

위험하고 부적절한 물품
위험하고 부적절한 물품에는 무기류,칼,레이져 포인터,폭발물,폭죽,곤봉,고춧물 스프레이,모형
총기류(공기총,딱총)등이 포함되며 어느 때든지 학교내와 학교 관할속에서 소지가 금지된다. 이런 위험하고
부적절한 물품을 제공하거나 소지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학 및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PC 417.25 &
417.27; BP/AR 5131.7)

핸드폰 및 기타 이동 통신 장비의 소지 및 사용
학생들은 학교내에서 무선 호출기,핸드폰 및 기타 이동 통신 장비 예를 들어 디지털 미디아 플레이어,
PDA,컴팩 디스크 플레이어, 이동 게임 콘솔,카메라,디지털 스케너,랩탑 컴퓨터등을 소지할 수 있지만 이런한
물건이 교육 프로그램에 방해를 주거나 학교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과제나 시험등에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수업 시간내에 핸드폼 사용은 반드시 교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플레즌튼 교육구의 규율에 관한 부록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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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교육 위원회에서는 교육구내 학생들의 학부모/보호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학교의 주된 임무는 높은 수준의 교과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학업 성취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BP/AR 5020)
학부모/보호자는 학교측과 상호 보완적이며 존중하는 협력관계를 이루어 학생이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합니다.(EC 51100)

학생들의 의무
교육법과 교육 위원회,학교의 규칙에 의하여 학생들에게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됩니다.


학업에 최선을 다한다.



타인과 개인의 자산, 학교 자산을 존중한다.



학교내에서 그리고 교육구 및 학교 활동에서 또 이동하는 중에 학교 교칙을 준수한다.



교육구와 학교의 복장 규칙을 지킨다. 갱단과 관련된 복장은 금지된다.(BP/AR 5132)

학문의 도덕성
교육 위원회에서는 학문의 정직성과 개인의 도덕성이 학생 교육과 인성 개발의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이 부정행위,거짓말,표절 등을 비롯한 학문적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학생들에게 답을 보여주는 식의 부정 행위도 포함됩니다. (BP/AR 5131.9)
각 학교에서는 교육구의 방침과 행정 규율과 부합되는 학교의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구와
학교의 규칙을 학생들과 학부모/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BP 5145.6)
학문의 도덕성에 관한 부록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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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서비스와 요구 사항
건강 검진
교육구에서는 시력, 색맹, 청각과 척추측만증의 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C 49452, 49452.5, 45455, 49456)
자신의 학생이 이 검진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학부모/보호자는 매년 교장에게 서면으로 검진 제외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HSC 120365, 120370, 120375; EC 49451, 45455)
1 학년에 입학하기 이전에 학부모/보호자는 학생이 신체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HSC 124085, 124100, 124105, CCR Title 5, Section 432)
학생이 신체 검사를 받는데어려움이 있다면 지역 보건부로 연락하십시오. 신체 검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장에게서 서면으로 면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전염성 또는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교육구의 대리인이 학생의 상태가 전염성인 질병이 없는 것으로 확인할 때까지
등교할 수 없습니다. (EC 48980, 49403, 49451)

치과 검진
학부모/보호자는 자신의 학생이 유치원 재학시 (공립학교 유치원을 다니지 않은 경우에는 1 학년) 치과
검진을 했다는 서류 증명을 학생이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첫해 5 월 31 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학교에 가기
전 12 개월내에 한 검사도 유효합니다. 검진은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치과 의사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이
있는 구강 보건 전문의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EC 49452.8)

신입생의 예방접종
입학을 위해서 학부모/보호자는 자신의 학생이 법정 예방 접종을 모두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SC 120325-120375)

약의 복용과 의료 절차
학생들의 복지와 안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부모/보호자는 매년 학교 행정부에 학생의 건강 상태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BP 5141.21) 학생이 학교 활동의 참여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조퇴를 해야할 경우에는 학교 간호사에게 학부모/보호자가 연락을 취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학교 시간내에 학생이 약이나 정식 보건의가 처방한 의료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교육구 양식이 학교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들 양식은 해당 학년에만 유효합니다. 병원 처방전에는
(조제약이나 일반 구입 의약품, 의료 처방) 복용 방법과 양, 시간과 교육구 직원이 제공해야할 도움의 성격도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교내에서 약을 복용하거나 의료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학부모/보호자가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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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보호자는 학교 시간내에 사용할 약을(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처방된 원래의 용기 그대로, 그리고
개별적인 의료 처방에 필요한 물품을 학교에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약과 의료용품은 학년
마지막 날 이전에 학부모/보호자가 직접 회수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의약품은 학교 의무실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천식환자용 흡입기나 혈압상승약 투여기와 같은
생명유지용품 또는 당뇨약 등은 학생들이 갖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품 소지 허가 양식을 작성하여
병원 승인서와 함께 학교에 반드시 제출하고 학생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교육구 간호사와 학부모/보호자 그리고 학생이(적절하다면) 협력하여 개별적인 의료 플랜을
(ISHP)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은 학생의 상태를 진단하고 의료적 요구를 파악하여 학교에 등교하는데
필요한 조처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학교에서 수행할 의료
처방을 병원에서 승인하고 이 플랜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교육구의 의료 방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 위원회 방침과 행정 규범을 참고하십시오. (BP 5141.21)

견학
학부모/보호자는 견학에 따른 의료적 필요성을 파악한뒤 견학 동의서를 작성하고 교육구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양식을 작성한뒤 필요한 약과 의료용품을 견학 일정 이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EC 49423, 49423.5, 48900, 48980, 48480)

학교에서의 응급 처치
의료적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 카드를 이용하여 연락을 합니다. 학부모/보호자의 부재시에 연락이
안되면 적절한 의료처치를 하기 위하여 학교측에서는 응급 카드의 지정인에게 연락합니다. 학교내에서나
또는 학교 활동으로 오가는 중에라도 학교측에서는 의료 처치나 병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 카드에
학생의 건강에 관한 자세한 내용( 건강 상태와 복용약등)을 기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학년내에 변동하는 사항을 학생의 응급 카드에 변경 기재하는 것은 학부모/보호자의 책임입니다. 건강에
관한 민감한 정보는 교장의 판단하에 “합법적인 교육적 이해관계”가 있는 교직원만이 알 수 있습니다. (EC
49472)

학생이 집에 있어야 하는 경우
아래의 증상이 하나 이상 있는 학생은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증상이 사라진
뒤에 또는 그 증상의 전염성이 없다는 병원의 확인서가 있을 때에만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화씨 100 도 이상의 고열. 해열제의 복용 없이 24 시간 동안 열이 없는 경우에 학교로 복귀한다.



화장지나 손을 씻는 것으로 조절이 안되는 정도의 콧물



눈이 충혈되거나 붓고 눈꼽이 심하게 끼거나 진물이 흐르는 경우.



귀의 통증이나 귀에서 진물이 나는 경우



심한 인후염과 또는 지속적인 기침



구토 또는 지속적인 메스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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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설사가 멈춘 뒤 24 시간이 지나면 등교할 수 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 발진과 전염성 있는 발진



약으로 진정되지 않는 천식 증상



알레르기 반응. 알레르기 증상이 사라진 이튿날 등교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음식 알레르기
학생 모두가 학교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1.

만일 귀하의 학생이 음식 알레르기가 있다면 학교와 교사 식당 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십시오.

2.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과 음식, 점심을 교환하거나 나누어 먹지 않도록 주의를 주십시오.

3.

축하 파티로 음식을 학교로 보낼때 학교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교육구의 학생 안전 지침에 파티에
관한 안내가 있습니다.(BP 5030)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에게 위험 소지가 있는 음식보다는
스티커나 펜슬 등을 축하 파티에 음식 대신 보내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학교 파티의 음식에 관한
안내를 참고 하십시오.(보건 서비스 웹사이트를 참고)

4.

아동 영양 서비스에서는 의학적인 필요가 있다고 확인된 학생에 대해서 특별한 식단을 준비합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인가받은 보건 전문의가 CNS(아동 영양 서비스) 양식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보건 서비스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pleasantonusd.net/departments/educational-serveces/pupil-sevices/health-services/
금연 교육구
플레즌튼 통합 교육구는 금연 방침을 고수합니다.(담배뿐 아니라 담배 성분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상품)
그러나 학생이 처방약으로 소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 방침에는 니코틴의 함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담배(ENDS)를 교육구 소유 또는 교육구가 렌트한 장소 그리고 교육구의 차량에서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금연 방침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 방문인 그리고 민간인 허가증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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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정보 기술의 사용
학생들의 전자 정보 기술의 사용
교장이나 지명인은 각 학교의 전자 정보 시설의 관리를 감독하고 그 사용의 제한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사진은 행정 규정과 그에 부합하는 위원회 정책, 시스템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교육구의
사용 계약서 등의 각 사본과 학생들의 전자 정보 기술 사용을 관리 감독하는 교사의 역할에 관한 지침서를
제공받습니다. 전자 정보 기술 자원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올바르고 적절한 사용법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사들과 관리자 그리고/또는 도서실의 미디아 담당자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될 전자 기술 자원과 온라인
사이트를 미리 점검하여 학생들의 연령과 목적에 합당한 내용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전자 미디어의 사용은 학생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장비와 전자 자원 그리고 네트
워크를 잘못 사용하는 학생은 그 특권을 빼앗기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P/AR 6163.4)

온라인/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학생들은 교육구 정책과 아래에 명시된 전자 장비 사용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교육구의 사용 계약서를
준수하면서 교육구의 장비를 통하여 인터넷이나 다른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계정이 발급된 학생은 항상 올바른 사용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의 계정 번호와 비밀
번호를 사적으로 관리하며 온라인 계정이 발급된 목적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학생들은 교육구의 시스템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 위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3.

학생들이 해롭거나 부적절한 내용 즉 위협적, 외설적, 파괴적, 성적 내용, 그리고 인종/민족,
출신지,성, 성적 정체성, 나이, 장애, 종교, 교육적 신념에 따른 괴롭힘, 폄하 등이 담긴 내용을 접속,
게재, 발행, 전시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해로운 내용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현행 기준을
적용하여 미성년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화적,에술적, 정략적, 과학적 가치가 결여된 성적
묘사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Penal Code 313)

4.

이메일, 채팅, 또는 다른 형태의 직접적인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함에 있어서 학교 교직원의
별다른 지시가 없는 한 학생들은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 또는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된 개인에게 학부모/보호자의 허락없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면
안된다는 주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 정보에는 학생의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사회 보장 번호, 그외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학생들이 시스템을 통하여 마약,술, 담배 또는 비윤리적인
행동 또는 법과 위원회 정책, 행정 법규에 위배되는 어떤 활동이든지 고무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5.

학생들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업적이며 또는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는것을 금합니다.

6.

학생들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른 학생들이나 교직원을 위협, 겁박, 괴롭힘,조롱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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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작권이 있는 내용은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게재가 가능합니다. 리서치 프로젝트에
사용된 모든 내용도 기타 출판물과 동일한 출처 인정을 해야 합니다.

8.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를 업로드, 다운로드 또는 만드는 행위, 교육구의 장비 또는
물품의 훼손하거나 소위 “해킹”을 비롯하여 타인의 데이타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9.

다른 학생들의 이메일 통신을 방해하거나 읽고,삭제,복사, 수정 하는 행위 또는 다른 이의 신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10. 학생들이 어떤 보안상의 문제나 서비스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교사나 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교육구는 교육구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 사용을
모니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컴퓨터 화일과 이메일을 포함한 전자 통신이 사적인 것이 아니며
교육구에서 적절한 사용의 확인을 위하여 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11. 컴퓨터, 프린터, 팩스, 지역 및 광역 네트워크 그리고 인터넷등 교육구의 전자 정보통신 자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법적 소송에 관하여
학부모/보호자가 교육구에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학생이 위원회 정책, 행정 법규 또는 교육구의 사용 계약서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교장이나 지명인은
학생들의 사용 권리를 박탈, 제한하고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선에서 교육구 전자 정보 자산의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사용은 또한 징계나 또는 법과 위원회 정책에 근거한 법적인
조처까지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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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영양 서비스
플레즌튼 교육구 아동 영양 서비스의 사명
전통적이며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공동체의 핵심적인 일원인 플레즌튼 교육구의 사명은 모든 학생들을
안전하고 상호 존중적인 환경에서 개인마다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함으로써 충분한 지식을 겸비한
생산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학교 점심 프로그램의 목표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건강한 선택의 습관을 권장하며 신속한
서비스와 학생 및 성인간에 긍정적인 상호교류를 통하여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아동 영양 서비스는 연방 영양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거나 상회하는 식단을 제공하여 학업 성공에 적합한
신체적 정신적 조건이 되게 합니다.

식단 정보
교육구의 식단은 통곡밀로 된 주요리, 저지방 단백질, 신선한 과일과 야채, 100 % 과일 쥬스와 저지방 우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식 요리와 일부 글루텐 프리 점심도 제공합니다. 혹시 당뇨가 있는 학생이 있다면 교육구의 영양부
웹사이트에서 “Special Meal Accommodations(특별 점심 요청)”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락토스 프리 우유나 소이 밀크도 요청에 따라 제공합니다. 역시 교육구의 영양부 웹사이트에 “ Parental
Request for Milk Substitution(대체 우유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신청과 결제 정보
점심 프로그램의 신청서는 등록 서류에 포함되어 있으며 등록 당일 테이블과 아동 영양부 사무실, 학교
교무실등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보호자께서 교육구 웹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점심 어카운트의 결제는 학생이 학교 출납부에 직접 입금하거나 교육구 웹사이트의 “MySchoolBucks”를
통한 온라인 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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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즌튼 교육구
교육구 사무실
925.462.5500
www.pleasantonus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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