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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정책 S-10: 

학비 및 수수료 면제 

참조 

위원회 정책 S-10의 행정 절차 

Utah Code Ann. §53G-8-212, 학교 재산의 분실 또는 손상 – 학생의 책임 

Utah Code Ann. §§53G-7-503-505, 학비, 보증금 및 요금 

Utah Admin. Code R277-407, 수업료 

정책 

솔트레이크시티 교육구 교육위원회는 K-6 학년의 모든 교육구 학생들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합니다. 7-12학년 학생들의 경우, 

위원회는 특정 학교 프로그램, 활동 및 과정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학비가 가족에게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비 청구 의도는 이익을 실현하지 않고 학교의 비용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학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매년 일반 대중은 위원회가 

승인하고 채택하기 전에 제안된 수수료 일정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갖습니다. 교육구는 주법 및 본 

정책에 따라 수수료, 수수료 면제 및 환불 절차를 채택하고 시행합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합리적인 수수료 제도를 질서있게 구축 및 관리하고,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위원회가 승인한 수수료

일정 및 수수료 면제 절차에 대한 연례 통지를 제공하고, 학교 후원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을 배제하거나 참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학생이나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관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교육구는 동반 행정 절차를 통해 이 위원회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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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교육구의 교직원이나 학생도 나이, 피부색, 장애, 성별, 성 정체성, 유전 정보, 출신국가, 임신, 인종, 종교, 성별, 성적지향 또는 퇴역군인 여부를 이유로 고용이나 학군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본 교육구는 정책, 민원 처리 과정, 프로그램 접근성, 학군 시설 사용, 숙소 및 기타 고용평등기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문제를 포함해 프로그램, 서비스 및 고용 시 동등한 접근 및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스카웃트 단체를 포함해 미합중국법전 제36편(Title 36 of the United States Code)에 나와있는 모든 청소년 단체가 교육구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및 보복과 관련된 문제와 민원 처리 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Tina Hatch,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40 East 100 South, Salt Lake City, Utah 84111, (801) 578-8388. 

또한 (303) 844-5695 번으로 콜로라도주 덴버시의 민권담당국(Office for Civil Rights)에 연락해도 됩니다. 

https://websites.slcschools.org/fs/resource-manager/view/f64616ef-88b7-4e9e-9306-0b8b4015a3e4
https://le.utah.gov/xcode/Title53G/Chapter8/53G-8-S212.html
https://le.utah.gov/xcode/Title53G/Chapter7/53G-7-P5.html?v=C53G-7-P5_2018012420180124
https://le.utah.gov/xcode/Title53G/Chapter7/53G-7-P5.html?v=C53G-7-P5_2018012420180124
https://rules.utah.gov/publicat/code/r277/r277-407.htm
https://websites.slcschools.org/fs/resource-manager/view/f64616ef-88b7-4e9e-9306-0b8b4015a3e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