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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튼 교육구는 학교 비상 사태 또는 긴급 사태시 학교 안전을 향상시키고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구는 기밀 유지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거나 관계자의 안전을 손상시키지 않고 가능하면 
적시에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합니다. 학교 또는 교육구 차원의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부모와 
보호자는 응급 상황의 시간과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목록에는 응급 상황 
또는 긴급 상황에서 통신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랙보드 대량 통지 

이 시스템에는 문자 메시지, 전화 및 이메일 알림을 통해 가족에게 알리는 옵션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동안 저희는 현재 각 학생별로 나열된 모든 연락처로 전화 및 이메일을 보냅니다. 블랙보드 대량 

통지는 교육구의 학생 정보 시스템 인 파워스쿨에 있는 모든 연락처 정보를 가져옵니다. 적시의 통지를 위해 

자녀의 연락처 정보가 학교 사무실에 최근으로 등록되어 있도록 하십시오. 

 
교육구 / 학교 웹사이트 

교육구는 교육구 및 학교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가족, 교직원 및 지역 사회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교육구 웹사이트 

주소는 fullertonsd.org입니다. 

 
소셜 미디어 

풀러튼 교육구는 공식적인 페이스북 페이지와 트위터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긴급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페이스북으로 풀러튼 교육구 

긴급 정보  페이지를 구독하시고 트위터는 @FSDEmergency를 구독하고 계시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녀의 학교도 비슷한 소셜 미디어 구조를 보유할 수 있으니 구독 및 

팔로우도 권장합니다. 
 
플러튼 경찰국 
교육구는 풀러튼 경찰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부모와 지역 사회 모두를 위해 정보가 정확하고도 시기적절하게 

전달되도록합니다. 트위터 - @FPDPIO, Instagram - fullerton_pd 및 페이스북 - Fullerton Police Department로 

구독이나 팔로우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미디어 

교육구는 지역 언론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적시의 정보를 제공할것입니다. 
 
응급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학부모님의 첫번째 대응은 학교에 전화를 거시거나 자녀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화선이 과부하가 걸리고 교통 체증이 응급 요원의 대응을 방해하므로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를 거시거나 학교에 가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 다 캠퍼스 보안 및 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응급 연락처 정보를 자녀의 학교 사무실에 최신으로 유지하시면 가능한 즉시 상황 

업데이트를 받으시게 됩니다. 
 
***시 전역의 의사 소통 실패 또는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교육구가 각 가정과 의사 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 
교육구는 각 가정이 방과후에 자녀와 재회 할 수있는 계획을 갖추게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육구에서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 / 이웃과 협력하시어,  도로가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다른 위험 때문에 
자녀를 데리러 갈 수 없는 경우, 협력하신 분이 자녀를 제시간에 데리고 가실 수 있게 하십시오.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녀의 학교 사무실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