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부 풀톤의 북중부 구역에서 초등학교 등
록 균형 조정
대체 학교인 Crabapple Middle School이
개교하면서 중학교 등록 균형 조정
고등학교 등록 균형 조정

상급학교 배정 패턴 정렬

북부 풀톤

남부 풀톤의 남서부 구역에서 초등학교 등
록 균형 조정
“Capital Plan 2027(설비 계획 2027)” 솔루션
에 중점을 둔 중학교 등록 균형 조정
고등학교 등록 균형 조정

남부 풀톤

등교 구역 경계를 다시 만드는 것은 학교 간의 등록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
기적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안전하고 잘 관리되며 과밀하거나 과소 등록되지 않
을 때 최선을 다해 학습하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학교 명단은
www.fultonschools.org/
redistricting 에 게시되
어 있습니다. 

교통량 패턴
주행 시간, 당해 지역의 교통 흐름, 스쿨
버스의 안전한 운행, 및 기타 안전 고려
사항을 포함하여, 등교 구역의 모든 부분
에서 학교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

이전의 구역 재조정
학교 시스템은 시설 규모와 학생 인구의
지리적 분포에 따라 가능하다면 3년 동
안 한 번 넘게 인근 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학구 재조정 안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위원회 승인 기준

지리적 근접성
가용 교통 경로를 이용하여 이동한 거리.

교습 역량
미술, 음악, 실험실, ESOL, 특수 교육, 및 영재
(Talented and Gifted, TAG) 프로그램에 필요
한 교실과 방 수를 고려하여 당해 학교에 수
용할 수 있는 학생 수.

예상 등록
향후 예상되는 등록을 고려하여, 학교에 배정
된 학생 수.

2차 기준1차 기준

특수 프로그램
특수 프로그램은 일반 교실 이상으로 추
가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
니다. 교육청은 가능하다면 한 학교에 과
도하게 많은 수의 특수 프로그램을 배치
하는 등교 구역 설정은 피하고 있습니다.

상급학교 배정 패턴 정렬 (School Feeder
Alignment) 
가능하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
교 등교 경계의 조정을 고려합니다.

풀톤 카운티 교육 위원회 정책 AD: “학교 등교 구역”에서 발췌

1차 기준에서 한 가지가 넘는 옵션이 있는 경우, 이들 옵션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평가합니다.

성공적인 학구 재조정 노력은 지역사회를 관여시킬 뿐 아니라 결정이 왜 그리고 어떻게 내려지는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2022년 가을 포럼에서, 참여자들은 아래와 같은 교육 위원회의 학구 재조정 기준을 검토하고 등교 경계 재조정에 사용
되는 기준과 관련된 문제는 물론 기타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북부 풀톤 학구 재조정 정보”
및 “남부 풀톤 학구 재조정 정
보” 링크를 찾으십시오. 찾는
학교가 명단에 없더라도 다른
학교에서 일부 더 작은 조정
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 학
구 재조정 과정 내내 꼭 계속
관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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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염두에 두고 풀톤 카운티 교육청은 2022년 가을 학구 재조정 과
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범위를 설정했으며 등교 구역 제안 초안을 작
성하기 전에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일련의 지역사회 포럼을 주최할
것입니다. 다수의 학교에서 학생 등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느 정
도 학구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도는 제공되지 않습
니다.

이 포럼에서는 지역사
회의 의견을 수집하여
등교 구역 안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FCS 직원이 참여 과정
과 규칙을 간략하게 설
명합니다.

그런 다음 참여자들은
소그룹 세션으로 이동
합니다. 간사는 모든 사
람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집
합니다.

그 후 FCS 직원은 당해
의견들을 검토하고 교
육 위원회에서 승인한
재조정 기준과 어떤 관
련이 있는지 검토합니
다.

FCS 직원은 이런 의견
들을 활용하여 다음 포
럼에서 발표할 지도 제
안을 작성합니다.

처음으로 지도가 제공
됩니다.  

1차에서와 마찬가지
로, 지역사회 구성원
은 의견 제시에 용이
한 소그룹으로 나뉘어
각 지도 제안의 강점
과 취약점에 대한 의
견을 내놓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 FCS
직원이 대중의 의견을
바탕으로 등교 구역
대체안의 수를 줄입니
다.

개정되고, 요약된 지도
세트가 제공됩니다.

1차와 2차에서처럼, 참
여자들은 제안들을 검
토하고 의견 제시에 용
이한 소그룹 논의에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FCS 직
원은 나온 의견들을 활
용하여 교육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최종 권
고를 작성할 것입니다.

지도는 제공되지 않습
니다. 

FCS 직원이 가상 회의
에서 풀톤 카운티 전체
의 인구 추세, 데이터,
및 새로운 등교 구역 경
계를 만드는 데 사용된
교육 위원회의 기준을
포함하여 학구 재조정
과정을 설명할 것입니
다.

이들 회의는 9월에 포
럼이 시작되기 전에 학
부모가 당해 과정과 기
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되기 위해 마련되었
습니다.

8월 30일

8월 31일

Microsoft Teams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오후 12시~오후 1시
30분  

        오후 6시~오후 7시
30분  

www.fultonschools.org/re
districting 에 게시된, 각
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링
크

교육 위원회 지역사회 회
의
학구 재조정 101은 8월에
열리는 각 교육 위원회 구
성원의 지역사회 회의에
서도 발표됩니다.

9월 12일                       
 오후 6시~오후 8시.
 Alpharetta 고등 학교
체육관
Alpharetta 고등 학교
체육관

9월 15일                    
 오후 6시~오후 8시. 
Langston Hughes    고
등학교 강당

9월 13일 (북부 풀톤)
9월 16일 (남부 풀톤)

북부 풀톤

남부 풀톤

온라인 의견 마감시한

10월 3일                    
 오후 6시~오후 8시.
Alpharetta 고등 학교
강당

10월 6일                    
 오후 6시~오후 8시.

10월 4일 (북부 풀톤)
10월 7일 (남부 풀톤)

북부 풀톤

남부 풀톤

        Langston Hughes            
        고등학교 강당

온라인 의견 마감시한

10월 18일                 
 오후 6시~오후 8시.
Alpharetta 고등 학교
강당

10월 20일                 
 오후 6시~오후 8시. 
Langston Hughes 고
등학교 강당

10월 19일 (북부 풀톤)
10월 21일 (남부 풀톤)

북부 풀톤

남부 풀톤

온라인 의견 마감시한

11월 8일 위원회
워크 세션

12월 15일 위원
회 회의

FCS 교육 위원회 프
레젠테이션 

1차 읽기  

최종 조치

등교 구역 변경사항
은 2023~2024 학년
도부터 적용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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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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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납
니
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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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1차 읽기” 는 한 달
후에 있을 투표에서
정보 제공 목적으로
당해 지도들을 받는
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위
원회 구성원들은 투
표를 하기 전에 지
역사회의 의견을 들
을 수 있습니다.

“최종 조치” 는 교육
위원회가 제안된 지
도에 대해 투표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풀톤 카운티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등교 구역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장려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포럼에서 수집된 피드백 외에도, 의
견이 있으시면 우편 및/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각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Fulton County Schools c/o Operational Planning Department
(풀톤 카운티 교육청 내 운영 기획부)
6201 Powers Ferry Road NW, Atlanta, GA 30339
planning@fultonschool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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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을 학구 재조정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고 피드백을 위한 기회

mailto:planning@fultonschool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