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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규정 A-832
학생 대 학생 차별,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
직원 대 학생 차별,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서 참고
교육감 규정 A-830

Mayor
괴롭힘이나 차별을 보고한 사람 또는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보복은 금지됩니다. 이런

모든 사람
존중하기:

문제로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즉시 학교 관리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불법직언 차별/괴롭힘에 대한 내부적인 이의제
기 접수
교육감 규정 A-420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다음 이메일 주소로

학생 품행 및 징계-체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규정 A-421 언어 폭력

보고 한 후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집단 따돌림, 괴롭힘, 차별 또는 협박에 대한 모

RespectForAll@schools.nyc.gov
UFT BRAVE 핫라인 212-709-3222
월요일-금요일 2:30 p.m.부터 9:30 p.m.까지

든 보고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교육감 규정 A-443에 따라, 만약 학생이 규율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적절한 징계 조
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만약 부적절한 품행이 위법적인 행위라면, 경찰
에게 연락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 지원
적절하다면, 개별 또는 단체 상담, 외부 기관으

비밀 보장: 모든 관계자들의 프라이
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뉴욕시 공립
학교의 정책이며 이 정책에 따라 이
의 제기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
나 가끔은 이의 제기 사항을 해결하
기 위해 정보를 나누어야 할 수도 있
습니다. 따라서 이의 제기에 대한
정보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
당 사항을 알아야 할 개인에게 공개
될 수도 있습니다.

로의 추천 및/또는 다른 중재 조치가 제공될 것
입니다.

T&I-21201(Korean)

뉴욕시 공립학교를
안전한 곳, 모든 학생
을 지원하는 곳으로
만들어 갑시다

만약 본인이 다른 학생 또는 직원으로부터 괴롭
힘, 집단 따돌림 또는 차별을 받았다고 믿거나
또는 이런 행동을 목격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
까요?

뉴욕시 공립학교의
모든 사람 존중하기

다른 학생 또는 직원으로부터 괴롭힘, 집단 괴롭힘
또는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및 이런 행

금지된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뉴욕시 공립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은 우
리 뉴욕시의 문화적 다양성과 존중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교육청은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 및
실질적 또는 추정적 인종, 피부색, 시민권/이민
상태, 종교, 신념, 출신 국가, 장애, 민족, 성별,
성 정체성, 성별 표현, 성적 지향 또는 몸무게에

차별에 기반한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은 다양
한 형태를 띨 수 있으며 육체, 언어, 글쓰기 등으로 표현
될 수 있습니다. 육체적 괴롭힘은 신체적 상처 또는 상처
를 입히겠다는 협박이 포함됩니다. 사회적 괴롭힘은 친구
사이의 거절 또는 배제에서 개인이 수치심을 느끼게하거
나 고립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적괴립힘은 욕을

다른 학생으로 부터 집단 따돌림, 협박, 차별 또
는 괴롭힘을 받은 학생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학
교의 모든 타인 존중 포스터에 기재된 학교 교
직원이나 기타 모든 학교 직원들에게 보고할

등을 의미합니다. 서면으로 차별, 괴롭힘, 협박 및/또는

수 있습니다.

집단 따돌리기에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전자 커뮤니케이션 (인

을 유지하는 정책

터넷-왕 따)이 포함됩니다: 인터넷, 핸드폰, 이메일, 개

을 채택하고 있습

별 디지털 지원기기, 소셜 미디어, 블로그, 대화 방 및 게

니다.

임 시스템.

학생은 교직원 대 학생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
단 따돌림에 대해 학교장/담당자 또는 특별 조사
담당실(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인종, 피부색, 민족, 종교, 신념, 출신 국

이 정책은 학생들
이 다른 학생 및 직

보고하여야 합니다.

하며 놀리기, 비웃기 또는 모욕하기

따른 차별이 없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

존중: 사람에 대한 존경이나
사람을 가치있거나 훌륭하게
여기는 마음; 적절한 수용
또는 이해; 타인의 성격에
대한 존중; 인정; 존경 또는
경의를 표하는 상태; 다른
사람을 고려하거나 생각함을
보임.

동에 대해 인지한 모든 학생들은 이런 행동을 즉시

다음과 같은 예가 포함됩니다:

가, 성별, 성 정체성, 성적 표현, 성적 지향, 시

신체적 폭력; 스토킹;

민권/이민 상태, 몸무게 또는 장애에 기반한

이런 행동을 하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언어적 또는 신체적 협박;

교직원의 학생 차별을 학교장/담당자 또는 평

것을 금지하고 있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학생 또는 직원에게 강요 또는 조

원이

학생들에게

습니다.
이런 차별,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은
학교, 학교 운영 시간, 방과 전 또는 후, 교내,
학교 지원 이벤트 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
하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행동이 교육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
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거나 학교 커뮤니티의
건강, 안전, 도덕성 또는 안녕에 위험을 초래하
거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때 학교 외의 장소에서도 금지될 것입니다.
교육감 규정서 및 규율 규정의 사본은 학교장실
및 온라인http://schools.nyc.gov/default.aspx
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하고자 함; 신고식;
비웃기; 굴욕을 느끼거나 소외를 목적으로 또래 그룹에
서 제외시키는 행동;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모욕적인 농담 또는 모욕
적이거나 괴롭게 욕하기;
모욕적인 말을하거나 학생의 인종, 피부색, 민족, 종교,
신념, 출신 국가, 성별, 성 정체성, 성적 표현, 성적
지향, 시민권/이민 상태, 몸무게 또는 장애에 따른
호전적인 행동;
게시, 돌려보거나 또는 서면 또는 인쇄된 의상이나 인
터넷에 게시된 (인터넷 왕 따)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의
견이나 스테레오타입을 포함한 낙서와 같은 서면 또는
그래픽 자료; 개인의 인종, 피부색, 민족, 종교, 신념, 출
신 국가, 성별, 성 정체성, 성적 표현, 성적 지향, 시민권/
이민 상태, 몸무게 또는 장애에 기반한 이런 행동을 취한
경우.

등한 기회 담당실 (Office of Equal Opportunity)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효율적으로 조사 및 다루어질 수 있
도록 사건이 발생 한 후 가능한 빨리 보고하여
야 합니다.
직원은 반드시 이런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
절한 중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교의 다양한 장소에 게시되어
있는 모든 타인 존중 포스터를 참
고하여 학생 대 학생 괴롭힘, 집단
따돌림 또는 차별 문제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