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학부모 및 학생 거부 통지
저의 자녀가 현재 학년에 다음과 같은 수업,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제외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자녀는 본 양식에 아래와 같이 네모상자에 표시된 모든 프로그램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포괄적인 성교육 및 HIV/에이즈 예방과 관련된 모든 수업, 또는 활동에 참여. Cal. Education Code
§51939
☐ 아래에 선택된 종합 성교육 및 HIV/에이즈 예방에 참여.
☐ HIV/AIDS 예방을 포함한 성병의 위험 및 치료
☐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 성적 취향
☐ 부모/보호자/신뢰할 수 있는 성인 통신
☐ 피임 제어
☐ 성적인 안전과 법
☐ 의사 결정 및 의사 소통 기술
☐ 건강한 관계
☐ 절제
☐ 육아, 입양 및 낙태
☐ 확약의 관계
☐ 학생의 건강 행동 및 위험에 대한 익명의 자발적 기밀 테스트, 설문 조사 또는 설문 조사 참여.
Cal. Education Code §51939
☐ 아래에 명시된 부분에 대한 건강 지침에서 종교 교육 및 신념 및/ 또는 개인적인 도덕적 신념과
충돌하는 지시를 받음. Cal. Education Code §51240 (학생이 면제받을 부분을 열거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캘리포니아 교육법 코드 60615에 따라 시행되는 주 전체 성과 평가의 모든 부분에 참여. (Cal.
Education Code §60615, et seq.)
☐

캘리포니아 교육법에 따라 시행되는 주 전체 성과 평가 부분에 참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Cal. Education Code §60615) (학생이 면제받을 부분을 열거하십시오)
☐ 영어/문어력
☐ 수학
☐ 과학

☐ 자녀와 관련된 질문이나 항목, 성별, 가정 생활, 도덕성 또는 종교에 관한 개인적 신념 또는
관행을 포함하는 시험, 설문 조사, 시험 또는 평가 관리. Cal. Education Code §51513
☐ 자녀에 대한 주 전체 학생 평가 프로그램의 일부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거나 성행위, 가정
생활, 도덕 도는 종교에 관한 개인적 신념 또는 관행, 또는 개인 행동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질문, 정직성, 성실성, 사교성 또는 자부심이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Cal.
Education Code §60614
☐ 제 아이가 다음을 밝히는 조사, 분석 또는 평가를 받지 않아야 함을 유의하십시오: (1) 제 자녀
또는 저의 정치적 제휴, 또는 신념, (2) 내 자녀 또는 가족의 정신적 또는 심리적 문제, (3) 성적
행동 또는 태도, (4) 불법, 반 사회적, 자기 부정적, 또는 품위 없는 행동, (5) 응답자가 가까운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개인의 비판적 평가, (6) 변호사, 의사 및 목사와 같이 법적으로
인정된 특권 또는 유사 관계, (7) 내 자녀의 종교적, 관습, 합병 또는 나의 신념, 그리고 (8) 내
수입 (프로그램에 대하나 자격 또는 참여를 결정하거나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법으로 요구하는 것). 20 U.S.C. § 1232h
이 서명된 통지문을 자녀의 누적 폴더에 보관하십시오. 이 통지는 모든 사전 거부 통지보다
우선합니다.
학생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급 년도:

________

학년: ______

부모/보호자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낮/밤 시간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 또는 보호자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해야 할 일
본 거부통지 양식은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이 지침은 앞의 통지서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므로 이
지침서는 학교에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1. 이 캘리포니아 주 학부모 및 학생 거부 통지서를 복사하여 다른 학부모와 공유하십시오.
2. 여러분에게 염려가 되고 해당되는 확인 박스에 표시를 하십시오.
3. 본 양식을 검정잉크로 서명과 날짜를 기입하시고 2부를 만드십시오.
4. 작성한 양식을 학교 교장에게 등기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다른 방법은 팩스, 이멜 또는
다른 전달방법을 사용하셔서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통합교육국의 동의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본 양식이 학교에 전달되었다는 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5. 그리고 한 부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보관하시고 학교 당국에게는 학생의(누적 파일)에
복사본을 보관하도록 하십시오.
6. 자녀에게 귀하의 자녀가 면제받은 교육이나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려는 시도를 즉시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교육시키십시오.
7. 다음 학년도에 등록할 때 각 자녀에게 대한 교육 탈퇴 통지서 사본을 다시 제출하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본 지침서 1 단계에서 6단계까지 따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