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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가족 여러분들께,
자녀분이 안전하고, 지원적이며, 포함적인 학교에서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학교
문화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는 분쟁의 진짜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예방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할 수 있는 기회들을 통해 긍정적인 품행을 재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반성하여 원인이 된 문제를 고칠
수 있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성장하고 노력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쌓기 위해, 오늘 저희 학교들은 갱신된 뉴욕시 품행 기대치
(학생 교육 중재 및 징계 규정)을 채택할 것입니다. 변경된 내용들에는 학생들의 사회적 그리고 감성적 발달에
맞춘 지도 중재, 지원 방법 및 점진적인 징계의 활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갱신된 내용들은 여러분과 같은
지역사회 일원들의 발언들과 의견들을 포함한 공청회 절차의 결과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징계 규정을 검토하시고 표준 품행이 무엇인지 및 이들 표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녀분과 표준에 대해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규율 규정은 교육청
웹사이트에 열 개의 언어로 검토하실 수 있으며 (schools.nyc.gov/RulesPolicies/DisciplineCode/default.htm)
사본이 학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규정의 요약된 표준은 다음과 같이 발생한 행동에 적용됩니다:
 학교에서 학교 수업 전, 수업 시간 및 방과 후 시간;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중;
 학교에서 개최하는 행사 중; 및
 학교 박에서 발생한 해당 행동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학교 커뮤니티의 건강, 안정 또는
안녕에 위해를 가할 때.
징계 규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섹션 A는 유치원-5학년에 적용되며 섹션 B는
6학년-12학년에 적용됩니다. 각 섹션은 위반의 다섯 레벨 및 교직원이 실시할 지도 중재 및 징계 대응의 범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중재 안내에는 카운슬링, 조정 및 면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징계 조치에는
비행의 수준에 따라 학부모 컨퍼런스, 디텐션, 정학 등이 있습니다.
본 징계 규정은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는 절차적 보호 공지문 뿐만 아니라 학생 권리와 책임
장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또한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을 포함한 장애 학생들에 대한
보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 참여는 저희 모든 업무의 필수적이며 튼튼한 학교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저희는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포함적인 학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분의 협력관계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더욱
발전되고, 튼튼하며 안전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질문이 있으신 분은,
학교의 행정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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