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eal of City of Fullerton Municipal Code Regarding Restrictions Imposed on
Sex Offenders Regarding Residency and Location
성범죄자에게 부과된 거주자 및 거주지 관련 제한사항에 대한 플러튼시 규정 명령 철회

풀러튼 교육구에서는 풀러턴 시 의회가 성범죄자 거주 및 기타 유사한 제한 규정을 폐지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시 규정 변경의 영향과 관련하여 시 행정 대행자와 협의해왔으며 계속적으로 논의
할 예정입니다.
한편, 주거 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 혹은 어린이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공원에서 2,000 피트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형법 제 3003.5 조를
포함하는 주법의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 행정 대행자에 따르면 법 집행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추가적 정보가 담긴 성명서는 시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ci.fullerton.ca.us/news/displaynews.asp?NewsID=2253&TargetID=1
학생들의 안전과 보안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로 유지됩니다. 풀러튼 교육구의 안전 절차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비즈니스 서비스 부서, 714-447-7412, 부 감독관 Susan Hume 님에게
연락하십시오.
풀러튼 시의 시정 법규 변경에 관한 추가 정보는 714-738-6300, 市에 문의하십시오.

Fullerton School District is aware of the repeal by the Fullerton City Council of City
municipal codes regarding sex offender residency and other similar restrictions.
The District Superintendent has been in discussion with and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e Interim City Manager on the implications of this change in City code.
Meanwhile, please be aware that state law restrictions remain in place, including Penal
Code section 3003.5 setting forth residency restrictions and prohibiting sex offenders
from residing within 2,000 feet of any public or private school, or park where children
regularly gather.
According to the Interim City Manager, there is no substantive change in the
enforcement of the law.
A full statement with additional information may be found on the City’s website:
http://ci.fullerton.ca.us/news/displaynews.asp?NewsID=2253&TargetID=1
The safety and security of our students remains our number one priority. If you need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Fullerton School District’s safety procedures, please
contact Susan Hume, Assistant Superintendent, Business Services at 714-447-7412.
For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the change in the City of Fullerton’s municipal code,
please contact the City at 714-738-6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