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터   스쿨   불만   통지  
캘리포니아   교육법   요건  

캘리포니아   교육법     ( EC )   섹션   47605(d)(4)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  
codes_displaySection.xhtml?sectionNum=47605&lawCode=EDC )   다음과   같이   명시:  

■   차터   스쿨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학생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차터   스쿨에   등록하거나   등록하려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합니다.:  

■   학업   성취도가   낮음  
■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   (무료   또는   할인가   식사   프로그램의   자격에   의해   결정됨)  
■   영어   학습자  
■   민족성  
■   보육원   청소년  
■   노숙자  
■   국적  
■   무시   또는    비행  
■   인종  
■   성적   취향   
■   장애   학생   

■   차터   스쿨은   학생의   기록을   요청하거나   학부모,   보호자   또는   학생이   등록   전에   차터   스쿨에   학생의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차터   스쿨은   현재   차터   스쿨에   재학중인   학생이   차터   스쿨에서   탈퇴하거나   다른   이유로   전학   또는  
퇴학을   제외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장려해서는   안됩니다.   

■   이   공고는   차터   스쿨의   인터넷   웹   사이트에   게시되며   차터   스쿨은   (1)   부모,   보호자   또는   학생이  
등록에   관해   문의   할   때   (2)   등록   추첨을   수행하기   전   및   (3)   학생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이   공고의  
사본을   제시할   것입니다.  

불만   처리   절차  

불만을   제출하려면   차터   스쿨   불만   양식을   작성하여   전자   또는   하드   카피로   차터   스쿨   승인자에게   다음  
위치로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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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터   스쿨   불만   양식   

이름: 이메일   주소:   

우편    주소:   

문제의   날짜:                  전화번호:   

차터   스쿨   (주소   포함):   

캘리포니아   교육법   (EC)   섹션   47605   (d)   (4)는   차터   스쿨이   학생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등록   전에  
기록을   요구하거나   학생이   등록을   취소하도록   권장할   때   부모   또는   보호자가   차터   스쿨   허가자에게  
불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귀하의   불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함께이   불만의  
근거를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불만의   근거    (해당   사항   모두   확인)   :  

❐학생은   차터   스쿨에   등록하거나   등록하려고하지   않았다..   

❐등록   전에   차터   스쿨에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은   차터   스쿨에서   퇴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권장되었습니다.  

추가   세부   사항을   제공하십시오:  

 

 

 

 

 

 

 

 

 

이   불만   사항은   전자   또는   하드   카피로   앞   페이지에있는   차터   스쿨의   승인자에게   제출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