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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대한   설명   
인권   성명서   (2009년   9월   윈체스터   선발위원회에서   채택)   

  
윈체스터는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데에   기반한   커뮤니티로서   모든   거주자,   직원,   사업주,   학생   및   
방문객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즐기고   행사할수있도록   보호할것입니다.   인종,   성별,   성   정체성,   민족성,   
종교,   이데올로기,   사회   경제적   지위,   건강,   성적   성향,   군적   지위,   또는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대우와   기회를   보장하는것이   윈체스터   시의   정책입니다.   

  
  

차별금지     
  
공립학교들은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수있도록   도와야할   의무가   있으며,   학생들의   
성취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가능한만큼   최대한으로   극복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립학교   시스템은   
맡은   역할을   다할것입니다.   지역   사회에   대한   이러한   약속은   학교   위원회에서   발표한   다음   성명들로   
확인됩니다:     

1. 주   및   연방   헌법,   관련   법률   및   적용   가능한   사법   해석에   명시된대로   모든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증진하도록   할것입니다.   

2. 개인   및   가족   특성이   다른   다양한   사회   경제적,   인종적,   민족적   집단에서   자란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들에게   인간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장려   할것입니다.   

3. 더   통합된   사회를   향해   노력하고,   이   노력들이   개인,   단체,   민간   및   정부   기관들의   지지를   얻도록   
힘쓸것입니다.     

4. 적절한   의사   소통   및   행동   기법들을   모두   사용해   개인   및   그룹의   불만들을   전달하고   
해소할것입니다.   

5. 학교   시스템내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들이   사회적   관계들   속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   항상   
주의깊게   고려할것입니다.     

6. 이   성명서의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   학교   시스텡의   정책   및   관행을   검토하는   과정을   
실시할것입니다.     

  
이같은   위원회의   비차별   방침들은   학생,   교직원,   일반   대중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에게로   
확대됩니다.   인종,   피부색,   성별,   성   정체성,   종교,   국적,   성적   성향,   또는   장애   등의   이유로   어느   마을의   
공립학교에   입학하지   못한다거나,   입학후   주어지는   모든   권리에   대하여   누구도   배제되거나   차별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에   관련된   고충이   있거나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불만을   교육법   개정   

제   9조   (Title   IX)   고충   처리   담당자에게   등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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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체스터   공립학교   사명   선언문   

모든   학생들에게   육성적이면서   도전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우수한   학업   성취도,   건전한   사회성   및   
정서적   개발,   배움에   대한   식지않는   열정을   계발하는   뛰어난   교육을   제공하는것을   목표합니다.     

  

비전   

윈체스터의   오랜   전통인   “모두를   위한   뛰어난   교육”을   강화하고   증진하기   위해,   우리는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모범적인   공립학교   시스템이   될것입니다:      

● 학문적   기초,   실리적인   기술   및   건강한   정서   발달을   모두,   동시에   강조하는   포괄적인   교과과정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적절하고   진취적인   도전을주는   학교   

● 안전하고   양육적인   교육환경을   통해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리더십과   
배움에   대한   식지않는   열정을   양성하는   학교   

● 점점   더   급변하고   다양해지는   세상속에서   학생들이   강한   책임감과   시민의식을   갖도록   
준비해주는   학교   

● 학생들을   훌륭한   사회의   일원으로   양육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숙련되고   열정적인   교사님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원하고,   인정하는   학교   

● 효과적인   학습과   자기계발,   학교   공동체를   정의하는   중요사안들에   관한   다양한   논점들을   
포용하고,   투명한   의사소통을   통해   더욱   진보하는   학교   

  

우리의   가치   

● 내용   및   교육에대한   숙달과   열정적인   가르침을   통해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   
할수있는   양질의   교사들   

● 각   아이의   고유한   장점들과   그들을   뛰어난   개인과   학생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   
● 수준높고   종합적인   학업   프로그램과   그것을   충분히   지원할수   있는   기구와   자원   
● 자신과   타인에   대한   세심한   존중   
● 학생과   교사간의   풍부한   상호   작용   

● 배움에   대한   식지않는   열정을   증진하고   배양하는   교육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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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체스터   공립학교   주요   날짜/달력   
2020-2021학기   달력     

  

각   초등학교   연락처   및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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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브로즈   초등학교   (Ambrose   Elementary   School  )     
주소:   27   High   Street,   Winchester,   MA   01890     
교장:   Andrea   Phelan      
이메일   주소:    aphelan@winchesterps.org   
수업   시간:   8:10   AM   -   2:20   PM   
근무   시간:   8:00   AM   -   3:00   PM   
조기   하교   시간:   11:20   AM   
웹사이트:    링크   클릭   

  

  
  
전화:   781-721-7012   
팩스:   781-721-5605   

링컨   초등학교   (Ambrose   Elementary   School  )     
주소:   161   Mystic   Valley   Parkway,   Winchester,   MA   01890     
교장:   Kelly   Clough      
이메일   주소:    kclough@winchesterps.org   
수업   시간:   8:10   AM   -   2:20   PM   
근무   시간:   8:00   AM   -   3:00   PM   

조기   하교   시간:   11:20   AM   
웹사이트:    링크   클릭   

  

  
  
전화:   781-721-7017   
            781-721-2296   
팩스:   781-721-7040   

린치   초등학교   (Lynch   Elementary   School  )     
주소:   10   Brantwood   Road,   Winchester,   MA   01890     
교장:   Elizabeth   Drolet      
이메일   주소:    EDrolet@winchesterps.org   
수업   시간:   8:10   AM   -   2:20   PM   
근무   시간:   8:00   AM   -   3:30   PM   
조기   하교   시간:   11:20   AM   
웹사이트:    링크   클릭   

  

  
  
전화:   781-721-7013   
팩스:   781-721-4480   

무라코   초등학교   (Muraco   Elementary   School  )     
주소:   33   Bates   Road,   Winchester,   MA   01890     

  
  

https://drive.google.com/file/d/1A88KilSOirHQxpbff-6My_Rk2oCbmQwb/view
mailto:aphelan@winchesterps.org
https://www.winchesterps.org/schools/ambrose_elementary_school/index.php
mailto:kclough@winchesterps.org
https://www.winchesterps.org/schools/lincoln_elementary_school/index.php
mailto:EDrolet@winchesterps.org
https://www.winchesterps.org/schools/lynch_elementary_school/index.php


     

윈체스터   학교   사무국   

주소:   40   Samoset   Road   

전화번호:   781-721-7004   

웹사이트:    www.winchesterp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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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Leslie   West      
이메일   주소:    lwest@winchesterps.org   
수업   시간:   8:10   AM   -   2:20   PM   
근무   시간:   8:00   AM   -   3:30   PM   
조기   하교   시간:   11:20   AM   
웹사이트:    링크   클릭   

  
전화:   781-721-7030   
            781-721-7030   x110   
팩스:   781-721-0244   

빈슨-오웬   초등학교   (Vinson-Owen   Elementary   School  )     
주소:   75   Johnson   Road,   Winchester,   MA   01890     
교장:   Lisa   Cormier      
이메일   주소:    lcormier@winchesterps.org   
수업   시간:   8:10   AM   -   2:20   PM   

근무   시간:   8:00   AM   -   3:30   PM   
조기   하교   시간:   11:20   AM   
웹사이트:    링크   클릭   

  
  
전화:   781-721-7019   
            781-721-7029   
팩스:   781-721-2681   

임시   교육감    Dr.   Frank   Hackett    전화:   781-721-7004   

부교육감    Dr.   Jennifer   Elineema    전화:   781-721-7006   

재무부   국장    Ms.   Ellen   Whittemore    전화:   781-721-7080   

특수   교육부   국장    Mrs.   Pamela   Girouard    전화:   781-721-7005   

인사부   국장    Ms.   Laurie   Kirby    전화:   781-721-7003   

http://www.winchesterps.org/
mailto:lwest@winchesterps.org
https://www.winchesterps.org/schools/muraco_elementary_school/index.php
mailto:lcormier@winchesterps.org
https://www.winchesterps.org/schools/vinson-owen_elementary_school/index.php


윈체스터   학교   위원회   

Ms.   Michelle   Bergstrom   

미정   

Mr.   Chris   Nixon   

Ms.   Karen   Bolognese,   의장   

미정   

학교   위원회   정기   회의는   오후   7시에   Parkhurst   학교내의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회의는   모두에게   

공개되며   윈체스터   케이블   TV   채널   9/37   에서도   방영됩니다.   정기   회의는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협회   

윈체스터의   모든   초등학교에는   각   학교의   특별   보강   프로그램   구축을   지원하는   학부모   협회가   
있습니다.   또한   각   학교의   학부모   협회   회장들로   이루어져있는   PISC   (Parent   Inter-School   Council)   
위원회가   있으며,   윈체스터   전역의   학생들을   협력   지원   하기위해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학부모   협회   연락처:     

- 앰브로즈   초등학교   학부모   협회   (Ambrose   Elementary   School):      http://www.ambrosepto.org/   

- 링컨   초등학교   학부모   협회   (Lincoln   Elementary   School):    http://www.lincolnspa.net/   

- 린치   초등학교   학부모   협회   (Lynch   Elementary   School):    http://lynchschool.com/   

- 무라코   초등학교   학부모   협회   (Muraco   Elementary   School):    http://www.muracoparents.com   

- 빈슨-오웬   초등학교   학부모   협회   (Vinson-Owen   Elementary   School):    http://vinson-owen.com/   

  

윈체스터   특수   교육   학부모   자문위원회     

이   자문위원회는   특수   교육   담당의   학교   위원회와   부서들에   자문을   제공하고   특수   교육에   관한   소통을   
원활히   촉진하기위한   마을   위원회입니다.   특수한   도음이   필요한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서로   만나   
교류할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회의는   모두에게   공개되며   학교   통신문,   지역   신문   및   
커뮤니티   케이블   TV에   발표됩니다.    (의장:   Stacey   Irizarry     http://winspecialedpac.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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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협의회   

학교   협의회는   매사추세츠   일반법   71장,   59C절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표   위원회이며,   교장,   학부모,   교사   
및   지역   사회   구성원들로   이루어져있는   단체입니다.   학교   협의회는   윈체스터내의   모든   초등학교에   
있으며   학부모   선거는   매년   가을에   열립니다.    

  

학생들의   교육   권리를   관장하는   연방   법률   

연방법은   특정   계층   학생들의   교육   권리를   설명합니다.   관련법률은   아래에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교장실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노숙자   학생:    집이   없는   모든   아동은   집이있는   모든   아동에게   제공되는것과   동일한   적절한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노숙자   아동들은   집주소가   없더라도   학교에   등록할수   있습니다. 

  

교육법   개정   제   9조   (Title   IX):    이   법은   연방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학생의   성별을   
기준으로   차별하는것을   금지합니다.   학군의   제   9조   관련사안들의   담당자는   학교   건물내의   교장입니다.   

교육법   개정   제   9조   (Title   IX)   504절:    이   법은   걷기,   듣기,   수작업   수행,   학습   및   작업등의   주요   생활   
활동을   심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지니고있는   개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   합니다.   504절   
관련   책임자는   Mr.   Jason   Levene   입니다.  

  

차별금지에   관한   성명   

공립학교들은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수있도록   도와야할   의무가   있으며,   학생들의   
성취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가능한만큼   최대한으로   극복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립학교   시스템은   
맡은   역할을   다할것입니다.   지역   사회에   대한   이러한   약속은   학교   위원회에서   발표한   다음   성명들로   
확인됩니다:     

1. 주   및   연방   헌법,   관련   법률   및   적용   가능한   사법   해석에   명시된대로   모든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증진   할것입니다.   

2. 개인   및   가족   특성이   다른   다양한   사회   경제적,   인종적,   민족적   집단에서   자란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들에게   인간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장려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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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   통합된   사회를   향해   노력하고,   이   노력들이   개인,   단체,   민간   및   정부   기관들의   지지를   얻도록   
힘쓸것입니다.     

4. 적절한   의사   소통   및   행동   기법들을   모두   사용해   개인   및   그룹의   불만들을   전달하고   
해소할것입니다.   

5. 학교   시스템내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들이   사회적   관계들   속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   항상   
주의깊게   고려할것입니다.   

6. 이   성명서의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   학교   시스텡의   정책   및   관행을   검토하는   과정을   
실시할것입니다.   

이같은   위원회의   비차별   방침들은   학생,   교직원,   일반   대중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에게로   
확대됩니다.   인종,   피부색,   성별,   성   정체성,   종교,   국적,   성적   성향,   또는   장애   등의   이유로   어느   마을의   
공립학교에   입학하지   못한다거나,   입학후   주어지는   모든   권리에   대하여   누구도   배제되거나   차별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에   관련된   고충이   있거나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불만을   교육법   개정   
제   9조   (Title   IX)   고충   처리   담당자에게   등록   하십시오.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금지   

윈체스터   공립학교는   성   정체성,   성별,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   편협한   태도나   성별을   
반영한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교육환경과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모욕하고   배우거나   일할   자유를   방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위협이나   강압   및   괴롭힘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윈체스터   공립학교는   동료   학생,   교사,   감독자,   직원,   공급   업체   또는   기타   제   3자를   포함해   누구라도   
학생과   직원에게   성적   혹은   기타   차별과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는   윈체스터   
공립학교의   사명과   교육   및   고용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책임에   반하는   것입니다.   교육   당국은   
공립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성   정체성,   성별,   성적   지향   또는   성   표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환영받으며   소속감을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윈체스터   공립학교는   차별과   괴롭힘에   연루된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불만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윈체스터   공립학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다면   해고   또는   학교   관련   징계를   부과하는   등의   적절할   징계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윈체스터   공립학교의   차별   금지   정책   및   성희롱   금지,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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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방지,   괴롭힘   예방   계획,   교육   기회   균등   및   고용   기회   균등   정책에   관한   조항들은   이   문서로   
정해진   바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학생이   이   정책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학생   및/또는   학생의   부모/보호자/도우미는   교장에게   연락을   
취해야합니다.   직원이   이   정책에   따라   도움을   필요로하는   경우   직원은   인사   책임자에게   
연락해야합니다.   

교육   당국은   관련   법률   및   지침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정의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수행합니다.   

  

사전적   정의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은   남성,   여성,   양성,   무성   혹은   이와   다른   방식(예를   들면   
넌바이너리(nonbinary),   퀴어(queer),   젠더퀴어(genderqueer)   혹은   젠더   플루이드(gender�luid)   )들   
가운데   개인이   본인의   성별로   굳게   믿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별   표현(Gender   expression)” 은   개인이   의복,   헤어   스타일,   액세서리,   음성,   행동   및   행동양식과   
같은   수단을   통해   타인에게   성별을   드러내거나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트랜스젠더(Transgender)” 는   출생시   부여된   성별로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다른   성   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포괄적   인   용어입니다.   

“전환(Transition)” 은    어떤   한   성별로   생활하고   인식하던   사람이   다른   성별로   생활하고   인식하는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   확장(Gender   expansive)” 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배경에서   성별   규범으로   인식되는   것   이상으로   
성별   표현과   정체성의   개념을   확장하는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포괄적   인   용어입니다.   성   
확장된   사람들   가운데는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인지하기도   하고   어느   성으로도   인지하지   않거나   양성의   
혼합으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   확장   된   사람들은   ‘트랜스젠더’   및   ‘넌바이너리’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   사회의   성   개념을   어떤   식   으로든   확장시키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름   /   호칭   

학생   또는   교직원은   출생   증명서에   표시된   출생   성별   및   이름과   관계없이   학생   또는   교직원의   성   
정체성에   적합한   이름과   호칭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군   기록들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선택한   학생과   교직원의   이름   및   호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사용해야합니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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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교직원의   이름   및   성별   표시의   변경   사항을   학생   또는   교직원   기록에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법원   
명령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개별   학교는   학생   및   과정에   관여한   학생의   부모/   보호자   /   도우미,   
또는   어린   학생의   경우   학생   및   학생의   부모/보호자/도우미와   함께   학교   내에   이름과   호칭   변경을   
알리기위한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사   담당관은   개별   직원과   협력하여   지역   및   커뮤니티   
내에서   이름과   호칭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알리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환   

학생이   전환(Transition)하는   경우   학교는   학생   또는   이런   과정에   관여한   학생의   부모/보호자/도우미의   
요청에   의해   학생과   부모/보호자/도우미가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어린   학생의   경우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보호자/도우미가   함께   참여하게됩니다.   회의는   학생에게   안전하고   도움을   주는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획하고   발생할   수있는   모든   문제를   공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직원이   전환(Transition)   하는   경우   교직원은   전환의   결과로   직장에서   겪게   될   문제들을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   담당   이사와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비밀   유지   및   학생   기록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부여된   출생시   이름   및   성별,   성   정체성을   목적으로   한   이름   변경,   성   전환,   성   
정체성과   관련된   의료   정보   또는   유사한   성격의   기타   정보가있는   기록(해당   기록이있는   경우)은   별도의   
기Â로   유지됩니다.   파일.   교육   당국은   학생   또는   교직원의   성   정체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해당   연방,   
주   및   지역   개인   정보   보호법   및   규정에   따라   기Â로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   또는   교직원의   성   
정체성을   타인에게   공개   할   수   있는   정보는   학교가   법적으로   공개를   요구받지   않는   한,   또는   학생   또는   
교직원이나   어린   학생의   경우   학생의   부모/보호자/도우미가   공개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공개되지   
않습니다.   학교는   정보   공개와   관련해   공개   여부와   만약   필요하다면   얼마나   그리고   누구에게   공개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할   때   학생과   과정에   연관된   학생의   부모/보호자/도우미나   어린   학생의   경우   학생과   
학생의   부모/보호자/도우미와   상의할   것입니다.   

화장실,   라커룸   및   탈의실   사용   

학생   또는   교직원은   학생   또는   교직원의   성   정체성에   해당하는   화장실,   라커룸   및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한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는   이유에   관계없이   학생   또는   
교직원의   요청에   따라   안전하고   표가   나지   않는   대안이   제공될   것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가용성   및   적절성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   강화를   원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제공   할   
수있는   편의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a)   근처의   사적인   영역   (예   :   
성   중립   화장실,   성   중립   탈의실,   간호사   화장실   또는   간호사   사무실;   (b)   별도의   탈의   일정,   또는   (c)   공용   
공간   내의   개인   이용   공간(예   :   커튼으로   분리   된   공간,   욕실   또는   문이있는   탈의실).   학교는    접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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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고   발생할   수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및   연관된   학생의   부모/   보호자/도우미   또는   어린   
학생의   경우   학생의   부모/보호자/도우미와상담할   수   있습니다.   

체육   수업   및   체육   활동   

남녀   공학   수업   및   활동과는   반대로   남녀로   구분   된   수업이나   활동이있는   경우   학생은   학생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윈체스터   공립학교의   포괄적   인   
스포츠   및   과외   활동   참여   정책   (JJIC)을   참조하십시오.)   

복장   규정   

학생은   교육   당국의   복장   규정에   따라   학생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교직원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성별로   구분된   활동,   규칙   및   관행   

학교는   현재   시행되고있는   성별에   기반한   활동,   규칙   및   관행을   검토하고   평가해야하며,   이러한   활동,   

규칙   및   관행을   성별로   구분되지   않는   대안으로   대체해야합니다.   성별에   기반한   활동,   규칙   또는   관행을   
유지해야   하는   명확하고   건전한   교육적   목적이있는   경우,   학생은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활동,   규칙   또는   관행에   참여할   수   있어야합니다.   

교육과   훈련   

학교   당국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전환   및   성   
구분을   따르지   않는   학생에   대한   괴롭힘   방지   및   차별   금지   커리큘럼,   학생   리더십   교육   및   직원   전문성   
개발을   위한   실습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정책과   관련   법률   및   지침에   따라,   학교   교육감은   트랜스젠더   및   성   구분을   따르지   않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지원을   받으며   온전히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교   직원이   
취해야하는   조치에   대한    행정   절차를   공표해야합니다.   행정   지침은   최소한   다음   영역을   
다루어야합니다   :   성별   전환,   이름   및   호칭,   개인   정보   보호,   기Â   유지   및   학생   기록,   학생   기록의   성별   
표시,   화장실,   탈의실   및   탈의   시설,   체육   수업,   교내   및   학교   대항   운동   활동,   복장   규정   및   기타   성별   
기반   활동,   규칙,   정책     및   관행,   교육   및   훈련.   

  

  

13   



참조:   

성   정체성   관련법   (2011   년   법령   199   장)   MGL   c.4,   §5   MGL   c.   76,   §   5603   CMR   26.00   603   CMR   1.00   603   
CMR   23.00   603   CMR   §   23.04   603   CMR   §§23.01   및   23.07.   

연방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   20   USC   1232g   DESE   –   LGBTQ   학생을위한   안전한   학교   
프로그램   

AC   –   ACAB,   차별   금지를위한   하위   범주   

GBA   –   평등한   고용   기회   

JB   –   평등한   교육   기회   

JICFB   –   괴롭힘   방지   

JJIC   -   포괄적인   스포츠   및   과외   활동   참여   정책   

  

포용적인   스포츠   및   과외   활동   참여   정책   

행정관,   교직원,   자원   봉사자,   학생   및   학생과   교류하는   기타   (윈체스터   공립학교   구성원)   인원들은  
개인이   식별되도록   요청하는   방식을   존중해야하며   일반적으로   윈체스터   공립학교의   구성원이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데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해야합니다.   이   정책은   학생들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   및   인성   
개발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팀   대항   운동   및   과외   활동등으로   확장됩니다.   우리의   가치들과   관련   
법률들에   의거하는   우리의   정책은   학생들이   성적   정체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동과   기타   과외   활동에   
참여할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성적   정체성에   기반한   참여   

모든학생은   사전   의료   기록,   정신   건강   진료기룍   및   기타   개인기록들에   기재된   성별에   관계없이   본인의   
성적   정체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윈체스터   공립학교의   운동   및   과외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됩니다.     

참가   자격   

학생은   학교   기록에   기재된   성별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운동   및   과외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학생의   성적   정체성이   본인의   등록   기록에   기재된   성별과   다를   경우에도   똑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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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법적인   성별에   속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는   남녀   모든   스포츠   팀에   참여할   권리가   있지만,   
매사추세츠   학교   대항   체육협회(MIAA)의   정책에   의거하여   두   스포츠   팀에   동시에   입단   테스트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만약   학생이   이   운동   정책에   관련한   문제가있는   경우,   학생   및   학생의   부모/보호자/간병인이   감독에게   
연락해야합니다.   학생이   이   정책에   따라   과외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에게   
연락해야합니다.   

포함적   사상   

윈체스터   공립학교는    윈체스터   공립학교의   운동   및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완전히   포함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지지합니다:   

1. 탈의실,   화장실   및   샤워실.    학생들은   개인의   성   정체성에   따라   라커룸,   샤워실   및   화장실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합니다.   모든   학생은   닫혀있는   개인   탈의실,   샤워실   및   화장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학생도   별도의   시설을   사용하도록   요구되지   않지만   공동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한   학생에게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사유에   무관히   안전하고   낙인이   찍히지   않는   
대안이   제공됩니다.   

2. 호텔   객실.    학생들은   성적   정체성에   따라   호텔   객실을   공유하도록   배정되어야하며,   추가적인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학생은   가능한   최대로   필요를   제공받아야합니다.   

3. 언어:   확인   된   이름   및   대명사.    학생은   학교   기록에   표시된   것과   다른   이름과   대명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코치,   관리자,   공무원   및   기타   학생   스포츠   또는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모두가   개인의   
이름과   대명사로   정확히   불리도록   노력할것이고,   그것이   팀원,   상대방,   팬,   자원   봉사자,   
아나운서   등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존중되도록합니다.   

4. 복장   규정   및   팀   유니폼 .   모든   학생들은   MIAA   및   기타   전국   스포츠   연맹의   유니폼   규정을   
준수하는   자신의   스포츠등의   활동에   적합하고   편안한   유니폼을   착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성작   정체성과   반하는   유니폼을   입도록   할수없습니다.   여행   중이나   학교   경기   
중인   스포츠   팀의   복장   규정은   성   중립적이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감독이   소녀   또는   여성   
팀에게   드레스나   치마를   입도록   요구   할수는   없으나,   선수들이   학교와   팀을   대표하기   위해   
깨끗하고   단정하며   잘   관리된   적절한   옷을   입도록   요청   할수는   있습니다.   

5. 다른   학교에서의   시합.    시합   및   시합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치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   할때에는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기Â사항들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트랜스젠더   및   기타   
확장적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요청할시에는   적절한   탈의,   샤워   또는   화장   시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정확한   이름과   대명사들이   상대팀,   코치,   심판,   아나운서,   팬,   미디어   및   
기타   스포츠   또는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불릴수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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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훈련   및   교육.    교육구는   운동   부서   직원,   코치   및   과외   활동   조언자등의   교직원들과   스포츠   팀   
주장,   과외   활동   리더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문화적으로   유용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모든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에게   배포되고   교육구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참조:   

ACA-1   성   정체성   정책   

MIAA   정책   28.3   

성별   정체성에   관한   법률   (2011   년   법령   199   장)   MGL   c.4,   §5   MGL   c.   76,   §   5603   CMR   26.00   603   CMR   
1.00   603   CMR   23.00   603   CMR   §   23.04   603   CMR   §§23.01   및   23.07.   

연방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   20   USC   1232g   

  

관련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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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성함    연락처    주소   

제   1조    담당자    Dr.   Jennifer   Elineema    781-721-7006    40   Samoset   Rd   

제   2조   ADA   준수   담당자    Ms.   Pamela   Girouard    781-721-7006    40   Samoset   Rd   

제   4조   시민   평등권   담당자    Ms.   Laurie   Kirby    781-721-7003    40   Samoset   Rd   

제   9조   담당자   (교직원   관련   
사안)   

Ms.   Laurie   Kirby    781-721-7003    40   Samoset   Rd   

제   9조   담당자   (학생   -   
앰브로즈)   

Ms.   Andrea   Phelan    781-721-7012    27   High   St   

제   9조   담당자   (학생   -   링컨)    Mrs.   Kelly   Clough    781-721-7017    161   Mystic   Valley   
Parkway   

제   9조   담당자   (학생   -   린치)    Ms.   Elizabeth   Drolet    781-721-7015    10   Brantwood   Rd   

제   9조   담당자   (학생   -    Ms.   Leslie   West    781-721-7030    33   Bates   Rd   



  

개요/일반   정보   

윈체스터   공립학교   출석   정책   

윈체스터   공립학교의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의   수업에   우수히   참여할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규칙적이고   
시간엄수를   정확히하는   출석을   요구합니다.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는   
매사추세츠   일반법   제   76장   1항에서   의거한대로   학생이   정기적으로   학교에   다닐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법은   6세부터   16세의   아이는   무조건   학교에   다녀야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6개월   내의   
기간   동안에는   최대   7일   또는   최대   14부분   요일까지   교육구에서   해당   의무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결석   및   지각   

만약   학생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학교   시작   시간보다   늦게   도착할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교   
사무실에   연락해야합니다.   늦게   도착하는   학생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사무실에   체크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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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코)   

제   9조   담당자   (학생   -   
빈슨-오웬)     

Ms.   Lisa   Cormier    781-721-7019    75   Johnson   Rd   

영어   교육   담당자    Ms.   Laura   Shanahan    781-721-7030    33   Bates   Rd   

노숙자   교육   조정관    TBA    781-721-7004    40   Samoset   Rd   

504절   담당자    Mr.   Jason   Levene    781-721-7020    80   Skillings   Rd   

괴롭힘   담당자   (앰브로즈)    Ms.   Andrea   Phelan    781-721-7012    27   High   St   

괴롭힘   담당자   (링컨)    Mrs.   Kelly   Clough      781-721-7017    161   Mystic   Valley   
Parkway   

괴롭힘   담당자   (린치)    Ms.   Elizabeth   Drolet    781-721-7015    10   Brantwood   Rd   

괴롭힘   담당자   (무라코)    Ms.   Leslie   West    781-721-7030    33   Bates   Rd   

괴롭힘   담당자   (빈슨-오웬)    Ms.   Lisa   Cormier    781-721-7019    75   Johnson   Rd   



만약   학생이   결석,   지각   또는   조퇴를   해야할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께서   오전   9시   까지   학교   사무실에   
전화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   사무실이   연락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학생이   교실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가   집에   전화하여   해당   학생의   안위를   확인할것입니다.   

출석인정   결석   및   지각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인정   결석   및   지각   할   수   있습니다 :   

● 질병   또는   자가격리   
● 가족의   사망   
● 주요   종교   공휴일   
● 응급   의료   또는   치과   치료   
● 특별한   가족   상황   (교장의   재량에   따랑   인정됨)   

조퇴   

수업일은   학교   참석을   위한것입니다.   아이들은   방과   후에   일정을   잡을수없는   의료   및   치과   진료   약속과   
기타   긴급   상황에만   조퇴   할   수   있습니다.   조퇴에   관한   모든   서면   요청은   승인   또는   기타   조치를   위해   
교장에게   회부될것입니다.   

가족   휴가   

학교에서   공식으로   지정된   방학은   12월,   2월   그리고   4월에   있습니다.   지정된   방학이외의   시간에   휴가를   
보낸것은   무단   결석으로   간주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본인의   자녀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연마할수있도록   돕는   학교의   중요   교육   과정,   토론   및   기타   활동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가족   휴가   
일정들을   수업   기간을   피해서   잡아주세요.   자녀가   휴가중   놓친   수업   시간은   보충되지   않을것이며,   
선생님에게   사전   과제   요첨을   할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와   놓친   과제를   보충할   책임이   
있으며,   놓친   과제   완료   일정은   교사가   결정합니다.   이러한   사유의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학생들은   
학교에   돌아와   반   친구들과   본인의   경험을   공유할수   있도록   일기를   작성하는   활동을   권장합니다.   3,   4,   
5학년   학생의   가족들은   봄에   매사추세츠   종합   평가   시스템   (MCAS)   시험날짜를   숙지하여   아이가   시험을  
치룰수있도록   합니다.     

방과   후   체재   

학생들은   방과   후   추가   도움,   과제   완성,   또는   징계등의   이유로   학교에   남을수   있습니다.   남아있기   
이전에   담당   선생님   또는   교장   선생님이   부모님들에게   사전   통지   할것이며,   필요한   조취를   취할것   
입니다.   차편이   마련되지   않은   학생들은   오후   2:30   이전에   귀가할수있도록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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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  

“학교   취소"   공지문   

교육감은   언제   학교가   취소되는지   결정합니다.   오전   6시   이전에   다음과   같은   TV   채널들에   “학교   취소"   
공지문을   호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것입니다:   

만약   초등   및   중등   교육부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지원할   경우,   저희   학군은   악천후로   인해   필요에   따라   
“원격   학습의   날”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원격   학습의   날"은   일반   학습일로   간주되며   학년   말에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취소에   관한   결정은   해당   날짜의   이른   아침   시간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교육감은   학군의   학교   메신저   시스템을   통한   자동   전화를   통해   “학교   취소”   공지문을   학부모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학교   사무실은   항상   모든   학생의   최신   연락처   정보를   보유해야합니다.   

개교   지연   

기상   조건으로   인해   윈체스터   학군은   지연   개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취소"   공지문과   마찬가지로   
“개교   지연”   공지문은   위에   나열된   TV   방송국을   통해   방영되며,   학교   메신저를   통한   자동   통화를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되거나   교육구   웹   사이트   (  http://winchesterps.org )에   반영   됩니다.   

부디   명시된   지연   개장   시간보다   10분   이상   전에   자녀를   학교에   맡기지   마십시오.   이   시간   이전에는   성인   
감독이   없습니다.   이것은   귀하   자녀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긴급   휴교   

정상   수업일   중   드물게   학교가   당일   취소됩니다.   낮   동안   비상   사태로   인해   학교가   취소된   경우   (예:   
건물에   난방이   없거나   심한   폭풍이   임박할때   등)   학교   메신저   시스템을   통해   연락을   받게됩니다.   학교가   
귀하의   최신   연락처   정보와   귀하의   자녀를   집으로   데려갈수있는   권한이   있는   어른   목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표준   하교   절차에   따라   (예:   학생이   통학   버스를   놓친   경우),   학교   기록   (학생   정보   
양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않는한   그   어떤   학생도   다른   부모,   이웃   가족등을   통하여   
하교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귀하나   기타   피지명인이   그들을   데리러   올   때까지   학교   직원과   함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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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하교일   

매해의   조기   하교일   일정은   학교에서   배포하고   매년   가을   지역   신문에   게시됩니다.   조기   하교일의   
오후는   교직원들의   전문성   개발   및   학부모와의   면담등에   사용됩니다.   학교   조기   하교일의   하교   시간을   
확인   하십시오.   해당   요일에는   점심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종교   및   민족성   준수   정책에   대한   수용   

윈체스터   교육구는   다양한   종교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에게   봉사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종교적,   민족적   

전통을   존중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세심한   대우를   보장하기위해   해당   교육구는:     

● 이   정책을   실행하는것에   대한   책임을   학교장에게   맡길것입니다.   

● 주요   종교   및   민족적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을   교사,   기타   교직원   및   가족에게   배포할것입니다.   해당   

공휴일을   지키는   학생은   결석할   수도   있습니다.   

● 본인   가족의   주요   종교   및   민족   공휴일을   지키는   학생에게   징계나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학생들이   합리적인   시간내에   과목   내용,   과제   및   평가시험을   보충할수   있도록   충분하고   유연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이   결석   중에   학교   공부나   기타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   

● 시험   준비,   시험   및   장기   과제를   계획   할   때   주요   종교   및   민족   휴일을   고려할것입니다.   

● 주요   종교   및   민족   공휴일에는   가능한   한   중요   일회성   행사   (견학,   운동   행사,   음악   또는   연극   공연,   

오디션,   단체   사진,   신학기   행사   및   졸업)를   계획하지   않을것입니다.   일부   주요   종교   공휴일은   전날   저녁   

해질   무렵에   시작됩니다   (예:   Rosh   Hashanah,   Yom   Kippur의   유대인   공휴일   및   유월절   첫날).   

● 주요   종교   또는   민족   공휴일을   지키는   학생들이   입단   테스트,   운동   경기   또는   음악   공연과   같은   학교   일정   

행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참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도록   요구하지   않을것입니다.   

● 스포츠   코치나   팀   고문이   주요   종교   및   민족   공휴일에   선택적   연습등을   열수   있습니다.   

● 종교적   또는   민족적   공휴일로   인해   학교에   결석한   학생이나   그러한   결석으로   인해   수상을   위해   

경쟁할수있는   자격   또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을것입니다.   

  

  

  

  

  

  

20   



학교   점심   프로그램,   간식   및   교실내   음식   반입   

점심   

점심   시간   동안   아이들은   점심을   먹고   또래   학생들과   어울릴   수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K-5   학년   
학생들은   점심을   집에서   가져   오거나   학교   점심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학교   급식   메뉴는   매월   
발행됩니다.   점심을   가져올지   학교   점심을   구입할지   여부는   학생이   매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침   출석을   부를때   아이들   급식   주문을   받습니다.   학교   급식에는   우유   (흰,   저지방   또는   초콜릿)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유   또는   오렌지   주스도   별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21-2022학년도의   점심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메뉴   및   가격은    WWW.FDMEALPLANNER.COM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윈체스터   학교는   자격을   갖춘   가족을   위한   연방   보조금   점심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정보는   학년   초에   
제공됩니다.   

간식   

K~5   학년   교사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수업   중   어느   시점에   간식을   먹을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K,   1,   2   학년에는   간식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3   학년부터   5   학년까지   학생들은   일하는   동안   간편하고   
깔끔하게   먹을   수있는   간식을   가져   오도록   권장합니다.   

교실내에서의   취식   

초등학교의   수업일   중   모든   파티나   축하행사에는   음식이   없어야합니다.   음식은   어썬   학생에게도   
보상이나   인센티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통학   버스   또는   견학등의   학교   행사에서   서로   
간식이나   음식을   나눠먹을수   없습니다.   

  

학생   성적   보고서   및   학부모   컨퍼런스   

각   학생의   성적   보고서는   매년   3회   발행됩니다.   

학부모   면담은   매년   가을과   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나   교사는   필요에   따라   다른   시간에   따로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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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우리는   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기술을   개발하며,   자신의   열정을   탐구할   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의미   있고   관련성있는   숙제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가족과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집에서   매일   책을   읽을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과제들은   일반적으로   학생이   선택할   수있는   일부   요소를   포함하며   학문적   견해를   넓히고   학습적   
독립성을   구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말,   공휴일   및   방학에는   숙제가   배정되지   않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의   역할을   맡거나   학생의   숙제   검사를   하도록   학교측에서   요구하지   않을것입니다.   대신   
부모는   학습,   도전적   경험   및   장래희망   탐색등을   장려하는데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   제안들은   학생들이   학습을   실제로   응용하며   자신의   관심사를   탐색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입니다.   
해당   제안   사항들은   K-5학년   학생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지만   자녀의   담임   선생님께서   각   학년과   그에   
상응하는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구체적인   숙제   가이드라인을   제공   할   것입니다.     

독서:   

● 스스로   읽기   

● 가족에게   읽어주기   

● 자녀에게   소리내어   읽기   

● 오디오   북   듣기   

쓰기:   

● 일기   쓰기   (그날의   감정이나   사건)   

● 중요한   순간을   담고있는   스크랩북   보관   

● 편지   또는   엽서   작성   

● 목록   만들기   

수학과   과학:   

● 밖에서   놀고   주변   세계   탐험하기   

● 요리   및   제빵하기   

●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   설계하기   

● 만들고   건설하기   

사회적/정서적:   

● 외부   관심사   탐색   

● 마음껏   놀기   

● 가족과의   시간   

● 좋은   밤의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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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봉사자   

윈체스터   공립학교는   강한   가정   및   학교간   파트너십을   소중히   여기며   윈체스터의   모든   구성원의   지원을   
환영합니다.   모든   자원   봉사자는   학교   교수진과   교직원의   재량에   따라   봉사하며,   윈체스터   공립학교   
자원   봉사   정책에   의거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해당   정책은   가을에   배포되며   교장실에서   학부모   및   지역   
사회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   정보   신원   조회    ( CORI   checks)   

M.G.L.   씨.   71,   §   38R는   매사추세츠의   모든   학교가   학생에게   정기적으로   학교   관련   교통   수단을   

제공하는   사람,   아동과   직간접적   및   모니터링되지   않은   접촉을   할   수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재직중이거나   예비   교직원   및   기타   자원   봉사자에   대한   범죄   신원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CORI   
법에   따라   주   내의   모든   학교와   학군은   CORI가   요청   된   개인에게   범죄   기록   정보가   입수되었거나   입수   
될   수   있음을   통지해야합니다.   예비   교직원   및   자원   봉사자는   6개   초등학교   각각의   행정   보조원을   통해   
제공되는   CORI   요청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해야합니다.   요청   양식은   CORI가   검토되고   있다는   통지를   
귀하에게   제공했음을   문서화하고   정부에서   발행   한   사진   신분증   (일반적으로   운전   면허증)   양식을   통해   
귀하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안전   

소방,   대피   및   이동   훈련   

학교   건물안에서   외부로의   대피가   필요한   경우,   학생들은   즉시   교직원과   함께   건물을   떠나   지정된   
장소로   대피합니다.   관련   기관에서   건물이   안전하다고   판단   될   때까지   건물   외부에   남아   있습니다.   
학생을   대피시키고   재배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   직원이   학생들을   안전한   미리   지정된   장소로   
안내하고   자동화   된   학교   메신저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러   올   수있는   방법을   
알려줄것입니다.   

응급   상황은   예상치   못하고,   예측할   수없이   발생하며   다양한   형태를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완벽히   준비   할   수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비상시에   도움이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는   행정,   연합   건강   관리,   교사   및   필요에   따라   기타   직원으로   구성된   사고   관리   팀   
(IMT)이   있습니다.   중앙   사무소에도   IMT가   있습니다.   윈체스터   학군에는   각   학교와   중앙   사무실의   
대표와   경찰   및   소방   대표로   구성된   IMT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경찰,   소방서   및   학교   대표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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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을   맡고   있고,   비상   운영위원회등의   역할을하며   계획,   절차를   개발하고   사고   발생   후   학교에   사고   후   
평가   및   보고를   포함하는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불법   침입자/셸터   인   플레이스   

외부   상황으로   인해   학교가   안전을   유지해야하는   경우   (예:   학교   주변   구역에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인  
또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화학   물질등이   발견된   경우)   학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침입자가   
학교를   위헙하는   경우에는   각   교실문을   잠굴것이고,   학생들은   출입구와   창문에서   떨어진   공간으로   
이동하여   사고   사령관   또는   담당   교직원이   사태가   끝났다고   알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공지후에   
비로소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   할   수   있으며   공지전까지는   아무도   건물에   출입   할   수   없습니다.   
Shelter-in-Place는   모든   외부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고   환기   시스템을   꺼야합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건물   내부에서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수   교육   

학생은   주   및   연방   지침에   따라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을수   있습니다.   교육구   
커리큘럼   조정   계획   및   교사   재원   또는   전략   팀과   같은   일련의   사전   절차에   따라   학생은   특수   요구   진단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테스트가   끝난   후,   자녀의   부모/보호자와   진단   팀원이   만나   테스트   
결과를   논의하고   개별   교육   계획   (IEP)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   팀은   다음   
질문들에   답해야합니다.   

● 학생에게   장애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유형의   장애입니까?   
● 학생이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진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진도   부족이   학생의   장애로   
인한   것입니까?   

● 학생이   학교에서   효과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육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일반   
커리큘럼에   접근하기   위한   서비스가   필요합니까?   

학교에서   제공되는   특수   교육   서비스에는   자료실,   언어   및   언어   치료,   작업   치료   및   물리   치료가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의   제공자는   아이들이   전략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특수   또는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교실에서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합니다.   특정   학습   장애,   
언어   처리,   유창성   및   음성   장애   또는   발달   지연으로   인해   아이가   담당   선생님과   면담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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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년   재활법   504   조     

1973년   재활법   (Rehabilitation   Act   of   1973)의   504   조항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입니다.   504   조항은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현재   자기   돌보기,   
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호흡하기,   배우기   및   일하기   같은   주요   생활   활동들을   심히   제한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지니고   있거나,   그러한   장애에   대한   의료   기록이   있거나,   타인에   의해   그러한   장애가   
있는것으로   간주되는   이들을   장애인이라   통칭   합니다."     

차별   금지   정책:     

윈체스터   공립학교는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연방   재정   지원을받는   프로그램   (43   CFR   §)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그러한   사람들의   혜택을   거부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104.4).   

윈체스터   공립학교는   자격되는   모든   아동이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동등한   접근권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아동을   식별하고   고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야   할   일: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제   504조   담당   팀의   결정   또는   윈체스터   공립학교   전문   직원의   관련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교   관리자가   이러한   결정/조치를   재검토   할   수있는   회의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제   504조   담당   팀의   결정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회의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아래의   담당자에게   
보내십시오:     

Jason   Levene   

건강   및   복지   상담   관리자/윈체스터   교육구   제   504조   담당   책임자   

Central   O�fice   

40   Samoset   Road   

Winchester,   MA   01890   

jlevene@winchesterps.org   

추가로   당신은   뉴   잉글랜드의   시민권   사무소에있는   미국   교육부   (USDOE)를   통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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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rch   Street,   Suite   900,   Boston,   MA   02110-1491   

전화:   617-289-0111,   TDD:   877-521-2172   이메일:   OCR   Boston   @   ed.gov   

http://www.ed.gov/ocr/complaintprocess.html   

제   504조에   따른   학부모   및   학생의   권리   Parent   and   Student   Rights   under   Section   504   

1. 장애로   인한   차별없이   공립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습니다.   
2. 학군에서   제공하는   비   학업   및   과외   활동에   동등한   기회를   갖습니다.   
3. 비장애   학생에게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시설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4. 연방법에   따른   개인의   권리에   대한   통지를받습니다.   
5. 자녀   위치   배치의   관한   특별   변경에   대한   통지를   받습니다.   
6. 개인의   모국어   및   기본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모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습니다.   
7. 다양한   정보   출처들과   학생을   충분히   아는   사람,   평가   데이터   및   배치   옵션을   기반으로   학생을   

평가하고,   교육과   배치관련   결정을   내립니다.   
8. 식별,   평가,   교육   프로그램   및   배치등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9. 합리적인   비용으로   교육   기록   사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 자녀의   기록에   대한   설명   및   해석에   대한   요청이   합리적일   경우에   학교에서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11. 자녀의   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자녀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한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있는   경우   자녀의   기록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이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귀하는   합당한   시간   내에   통지를   받고   청문회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통보   받습니다.   

12. 귀하의   자녀가   교육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배정되었을   때에   발생하는   것보다   같거나   작은   
비용으로   대체   배정   환경을   오가는   교통편을   제공   받습니다.   

13. 제   504조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교육구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4. 자녀의   식별,   평가,   교육   프로그램   또는   배치에   관한   결정에   관련된   공정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5. 귀하와   귀하의   자녀는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귀하를   대변   할   수   있습니다.   기소에   
성공한   경우   변호사   비용을   합리적인   선에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윈체스터   공립학교   제   504조   고충   처리   절차   

자녀가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불만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불만   사항은   개인이   차별   행위   혐의를   알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   504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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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   사항은   귀하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   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불만   사항은   본인이   
차별적이라고   생각되는   사안과   그에대한   합당한   조치   또는   구제책을   명시해야합니다.   

● 제   504조   담당자   (또는   그/그녀의   피지명인)는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합니다.   이   
조사는   비공식적일   수   있지만   철저해야   하며   모든   이해   관계자가   불만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504조   담당자는   그러한   불만과   관한   윈체스터   공립학교의   파일   및   
기록을   유지   및   갱신합니다.   

● 제   504조   담당자는   신고   후   30일   이내에   불만   사항에   대한   서면   결정을   내립니다.   
● 귀하는   제   504조   담당자의   결정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제   504조   담당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제출   후   30일   이내에   항소에   대한   응답을   서면으로   
결정   내립니다.   

● 이   고충   처리   절차를   이용한후에도   귀하가   미국   보건   복지부   민권   사무소에   장애자   차별을   

근거로한   차별에   대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   Jason   Levene   

건강   및   복지   상담   관리자/윈체스터   교육구   제   504조   담당   책임자   

Central   O�fice   

40   Samoset   Road   

Winchester,   MA   01890   

jlevene@winchesterps.org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LTA)가   있는   학생을   포함한   윈체스터   타운   내의   모든   학생이   무료로   적절한   
교육을받을   수   있도록하는   것이   윈체스터   학교위원회의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   의거하여   알레르기   
유발요소들을   감지하고   축소시킬수있는   가이드라인을   세울것입니다.   LTA에   대한   절차   및   지침은   학군   
및   학교   건물   차원   모두에   존재합니다.     

윈체스터   공립학교는   LTA가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알레르겐이   없는   환경을   보장   할   수는   없지만,   해당   
학생들에게   위협이   될수있는   식품   알레르겐   노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사회를   교육하며   관련   예방   
시스템과   프로토콜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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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노력에는   모든   당사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는   학교   직원에게   자녀의   
알레르기들과   기타   건강상태와   정보에   대해   알려주셔야   합니다.   

윈체스터   공립학교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노력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LTA   반응   발생   예방하기   
● 알레르기   반응에   대비하기   
● 모든   알레르기   응급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다음   절차   및   프로토콜에   따라,   각   학생을   위한   응급   알레르기   행동   계획   (EAAP)   및   개별   건강   관리   계획   
(IHCP)이   학생의   부모로부터   의사의   LTA관련   진단서를   서면으로   통지   받은   후   개발됩니다.   LTA,   천식   
또는   기타   의학적   문제가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께서는   학교   간호사와   만나   개별   건강   관리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료/보건   

윈체스터   학교   보건정보   업데이트:   매년   개학시,   학교   보건실에서   각   학생의   신규   보건정보들을   
요청하는   양식을   집으로   발송할것입니다.   이   양식은   학생들의   건깅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데에   
쓰이며,   학부모님들은   매년   이   양식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해야합니다.   LTA,   천식,   발작,   당뇨병을   
앓고있는   아동의   부모   /   보호자는   학교   간호사와   만나   학교   시간   동안의   학생   관리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건강   관련   입교   자격   요건     

● 예방   접종:   모든   예방   접종은   매사추세츠의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면허가   있는   의사의   서면   
인긍을   받아야   합니다.   연방국의   학교   예방   접종법   일반법   제   76장에   따라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의   학생   모두는   다음과   같은   예방   접종을   받아야합니다.   

○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DTAP)   5회   접종   
○ DT-부스터   10년   마다   
○ 소아마비   4회   접종   
○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MMR)   2회   접종   
○ 수두   배신   2회   접종   또는   수두병에   대한   의료   문서   
○ B형   간염   백신   3회   접종   
○ 매사추세츠   보건부   (MA   DPH)에   따른   계절   독감   백신   

○ MA   DPH의   규정에   의거해   의료   또는   종교   문서가   제공되지   않는   학생들은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아야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학교   간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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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시력   검사:   유치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은   개인   주치의가   입체시를   포함한   완전한   시력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납   검사   -   검사   날짜   및   결과:   유치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필수   
● 신체   검사: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   (전학   및   유치원   포함)은   개인   주치의가   제공하는   신체   
검사표를   서면으로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입학   전   1   년   이내에   완료된   시험까지   인정됩니다.   
해당   서류를   학교   간호사에게   전달하십시오.   

● 4학년   신체   검사:   매사추세츠   주   공중   보건부,   School   Health   Unit에   의거해   모든   4   학년   
학생들이   4   학년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한   신체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4   학년   입학   전   1   년   이내에   
완료된   시험까지   인정됩니다.   해당   서류를   학교   간호사에게   전달하십시오.   

● 건강   기록:   건강   업데이트   양식은   매   학년   초   K-5     학년   학생들에게   집으로   발송됩니다.   학부모는   
학교가   건강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이   양식을   작성해야합니다.   

질병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개인과   다른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집에   있어야합니다:   

● 심한   감기   
● 지속적인   기침   
● 열을   동반한   인후통   또는   땀샘   부기   
● 진단되지   않은   발진   또는   피부   발진   
● 귀통   
● 적목   현상   또는   눈의   배액   
● 지난   24시간   이내의   구토   또는   설사   
● 지난   24시간   동안   발열   

만약   자녀가   학교에서   위와같은   증상들을   새로이   보이면   부모에게   관련   사실이   통보되고   아픈   자녀를   
위한   교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홀로   학교를   떠날   수   없으며   학교   보건실에서   픽업   
받아야합니다.   

현재   지침에   따른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   

약물   

학교   간호사는   약물   투여   권한이   있는   유일한   학교   직원입니다.   (지정된   기타   직원은   현장   학습이나   
학교를   떠나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긴급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학생에게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약물   투여   일정을   학교   시간   외로   조정해야합니다.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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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   의사와   학부모가   학교에서   약품   투여를   승인하는   서면   요청   (서명,   날짜   필수)을해야합니다.   
처방전없이   살   수있는   약품에   대해서는   부모/보호자의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된   어른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약을   학교   간호사에게   전달해야합니다.   어떤   학생도   학교   버스   나  
학교   건물에서   약물을   휴대해서는   안됩니다.   부모가   원할   경우   학교에   와서   아이에게   직접   약을   투여   할   
수   있습니다.   

검진     

모든   학생에게   다음   건강   검진이   시행됩니다.   

● 시력-K-5   학년   때   매년   검사   실시   
● 청력-K-3   학년   때   매년   검사   실시   
● 자세-5   학년   때   매년   검사   실시   
● 신장   및   체중-K-5   학년   때   측정   

전염성   질병   

● 수두:   발진이   나타난   후   (1)   주   동안   학교에서   격리됩니다.   모든   돌기는   건조하고   
딱딱해야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아이들은   예방   접종을   받았습니다.   

● 패혈성   인후염(성홍열   포함):   24   시간   동안   적절한   항생제를   복용하고   24   시간   동안   열이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은   학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발진:   진단   된   발진은   전염성이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어린이는   진단을   받을   때까지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기생증(머릿니)   관련   지침   

● 학교에서   머릿니를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 머릿니   감염으로   인한   학생   결석   최소화   
● 머릿니   예방,   식별   및   관리에   대한   지역사회   교육.   

이   감염증   처리   절차:   

아동이   이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적절한   치료를   위해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아동은   학교   
간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학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치료가   학교로   
돌아가는데   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까지   학생을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보호자가   자녀에게   
머릿니를   발견하면   급우들에게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학교   
간호사에게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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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정책   

통학   버스   -   모든   학생용   

스쿨   버스   일정과   노선은   개학   약   1   주일   전에   윈체스터   스타   신문   (Winchester   Star   newspaper)에   
게재됩니다.   버스   시간표와   노선은   윈체스터   학교   당국   행정과   (Winchester   School   Department   
Business   O�fice)에   연락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경로   또는   일정이   귀하의   필요와   맞지   않는   경우   
(781)   721-7001   번으로   학교   사무국에   연락하여   변동   가능성   또는   대안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K-5  
학년부터   학교에서   2   마일   미만   거리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에게는   버스   서비스   요금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   패스를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신청   및   수수료   구조는   교육   당국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통학버스에서의   학생   행실   (운전자와   부모를   위한   처리   절차)  

버스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사건은   적절한   양식으로   학교   교장에게   보고됩니다.   

같은   학생이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교장은   학부모에게   서면   통지를   하고   학생의   버스   이용을   
정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   교육감   또는   이의   대리인과의   회의를   통해    버스   이용   
권한이   영구적으로   거부   될   수   있습니다.   권한이   거부   된   경우   교통편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의   탑승과   하차   

탑승자는   정시에   도착해야합니다.   버스   운전사는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탑승자는   정해진   
정류장에서만   버스를   타고   내리게   됩니다.   개인   소유물에   대한   질서있는   행동과   존중이   필요합니다.   
버스에   탑승하거나   내릴   때와   환승   중에는   탑승자는   운전자의   지시와   지시를   따라야합니다.   

버스에서   필요한   행동   :   탑승자는   버스가   움직일   때   좌석에   앉아   있어야합니다.   휘파람과   고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욕설과   외설적인   언어는   금지됩니다.   흡연/마약/주류는   금지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됩니다.   

● 타인   괴롭힘   
● 놀리기   
● Â기   또는   레슬링   
● 다른   승객을   언짢게   하거나   소지품   건드리기   
● 운전   기사에게   말걸기   
● 버스   안이나   창문   밖으로   물건   던지기   
● 좌석   위로   올라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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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밖으로   기대기   
● 쓰레기   버리기     

버스의   훼손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매   학년   초에   이   규정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학교   수업일   동안   적용되는   동일한   행동   기준과   서면   규칙이   버스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도보   통학자   

● 보도로만   걷습니다.   차로나   사유지에서   걷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길을   건너기   전에   양방향을   살펴보십시오.   

  

교내   괴롭힘   방지   정책   

윈체스터   공립학교는   학생들이   최상의   학업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도   학교   공동체   내에서   괴롭힘이나   
사이버상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사추세츠   법에   따라   윈체스터   공립학교는    괴롭힘   방지   
정책 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이   피해야   할   행동   유형에   대한   연령별   
설명입니다   

괴롭힘   예방   

이   행동   규범을   따르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서로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   급우가   슬퍼하거나,   당황하거나,   부끄러워   할   수있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손은   자신에게만   사용하십시오.   다른   학생을   차거나,   주먹질하거나,   꼬집거나,   만지지   
마십시오.   어떤   방식이든   다른   학생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접촉을   피하십시오.   
●   말하기   전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말이나   행동을하지   마십시오.   
●   다른   학생을   겁   먹게   만드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   급우를   놀리거나,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당황하게   하거나,   모욕하지   마십시오.   
●   괴롭힘을   당하면   즉시   성인에게   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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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학생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즉시   교사,   교장,   부모   또는   다른   성인에게   
알리십시오.     
●   학교의    괴롭힘   방지   정책 을   검토하고   따릅니다.   
●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경우   장기   정학까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상의   괴롭힘   방지   정책   

이   행동   규범을   따르면   사이버상의   괴롭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야   할   내용을   이메일,   문자,   트윗,   페이스북   게시물   또는   기타   
사이버상에   공개되는   토론에   게재하지   마십시오.   전송되거나   게시된   이러한   메시지들은   본인이   
통제   할   수   없으며   사본을   삭제   한   후에도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위의   "괴롭힘"에   관한   규칙을   따르고   이   규칙들은   전자   통신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단   하나의   텍스트,   트윗,   이메일,   페이스북   게시물   등   만으로도   사이버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이버상의   괴롭힘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괴롭힘   방지   정책을   읽어   볼   것을   권장합니다.   

● 사이버상의   괴롭힘을   당하면   즉시   성인에게   알리십시오.   
● 다른   학생이   사이버상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즉시   교사,   교장,   부모   또는   
다른   성인에게   알리십시오.   

● 괴롭힘   방지   정책 을   검토하고   따르세요.   (이   정책은   사이버상의   괴롭힘을   포함합니다.)   
● 사이버상의   괴롭힘에   가담하면   장기   정학까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징계     

매사추세츠   법,   일반법   제   71   장,   섹션   37,   37H   및   37H   �⁄�에   따라   윈체스터   공립학교는   학생   징계에   관한   
적합한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이   정책은   IEP   또는   504   계획이나   신고식에   관한   학생   징계에   관한   절차   
및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행동   강령은   학생들이   징계를   초래할   수있는   행동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괴롭힘  

윈체스터   공립학교   조직은   교사,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자신들의    경력과   
학업을   추구   할   수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사무실은   안녕을   
위협하는   어떤   유형의   괴롭힘이나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합니다.   학교위원회,   행정부,   

교수진,   교직원   및   학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교   조직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괴롭힘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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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스스로   행동해야합니다.   학교   조직   안의   모든   이들은   다른   사람이   이   
정책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거나   용인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괴롭힘의   정의:   괴롭힘은   개인적으로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인   행위,   행동   또는   언사를   
타인에게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책은   개인의   피부색,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지향,   출신   국가,   
신체적   특징,   성   정체성   또는   장애에   근거한   모욕적이거나   유해한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것이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괴롭힘의   예로는   이름   부르기,   위협,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원치   않는   모욕적   인   발언   
및   제스처,   모든   개인,   민족,   인종,   종교   또는   성별   그룹에   대해   모욕하거나   공격적인   서면   자료   또는   
사진의   표시   또는   유포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괴롭힘(성희롱   포함)    및   기타   다른   형태의   불법적인   차별에   대한   학교위원회   정책   및   절차   전체를   
참조하십시오.   

신고식   

● 팀,   그룹   또는   클럽   가입을   위해   급우들이   해롭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 먼저   "테스트"를   통과하거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   없이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본인이   신고식을   받거나   다른   학생이    받는   것을   알고   있으면   즉시   성인에게   알리십시오.   

공공   기물   파손   

● 귀하와   타인의   기물을   보호하십시오.   
● 기물에   표시하거나   훼손하지   마십시오.   
● 누군가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목격하면   교사,   감독자   또는   교장에게   알리십시오.   
● 책상이나   옷을   자르거나   표시할   수있는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을   가져   오지   마십시오.   
● 벽이나   건물   표면에   글씨를   쓰지   마십시오.   

흡연   

학교위원회   정책   JICG   및   JICH에   따라,   학교   내에서   그리고   학교   부지   내외부에서   개최되는   학교가   
후원하는   모든   활동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   

1.   모든   학생들은이   핸드북에   명시된   행동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IDEA와   M.G.L.c.는   평가   팀에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학생을   위한   추가조항을   마련해야   하며   학생   개별   프로그램은   개별   
교육   계획   (IEP)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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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학생은   연속해서   최대   10   일   동안   정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학은   
다른   추가적인   과정없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M.G.L.c.   71B   및   장애인   
교육법에   설명   된대로   누적   10   일을   초과하여   정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학생이   징계를   받는   행위가   장애의   징후가   아니고   교육구가   학생이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접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연속   10   일   또는   누적   10   일을   
초과하는   정학   또는   학습   배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IDEA와   M.G.L.c.   71B는   학교   직원이   장애를   가진   학생이   학교나   학교   행사   또는   학교   시설에서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고있는   경우,   학교나   학교   행사   또는   학교   시설에서    관리   약물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   약물의   판매   또는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   자신을   포함하여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   
상해를   입히는   경우   학생을   최대   45   일   동안   임시   대안   교육   환경   (IAES)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적절한   임시   대안   교육   환경은   IEP   팀이   결정합니다.   

3.   IDEA와   M.G.L.c.   71B는   또한   장애를   가진   아동이   현재   위치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최대   45   일   동안   임시   대체   교육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학교   직원이   청문관   
또는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4.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한   학년도에   연속   또는   누적   10   일   이상   정학   처분을   받아   배치에   상당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경우,   IEP   팀은   심사를   위해   만나게됩니다.   심사를   위한   팀의   관련   구성원은   
관련   문서와   학생의   위법   행위를   검토     한   후   두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 위법   행위는   학생의   IEP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입니까?   
● 위법   행위가   학생의   장애로   인해   발생했거나   학생의   장애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심사   검토의   요약본이   작성되고   이를   검토   후   가능한   한   빨리   최소    5   수업   일   이내에   학부모   /   보호자에게   
사본이   제공됩니다.   

5.   팀이   위법   행위가   학생의   장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   학생은   이   핸드북의   징계   정책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은   정학   또는   학습   배제   기간   동안   교육   서비스를   받게됩니다.   팀이   위법   행위가   
학생의   장애와   관련있다고   판단한   경우   학교가   IAES를   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위의   #   3   참조).   
IAES가   불가능한   경우   학생은   현재   배치   상태로   유지되고   팀은   기능   행동   평가(학생에   대해   수행되지   
않은   경우)와   행동   중재   계획의   개발   또는   수정을   준비합니다.   

6.   교장(또는   피지명인)은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정학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에   대해   특수   교육   
사무실에   통지하고   그러한   통지에   대한   기록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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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섹션   504   계획을   제공받은   학생   

1.   학생들은   이   핸드북에   명시된   행동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해야   합니다.   섹션   504   계획상의   학생은   다른   
비장애   학생처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10   일   이상   정학을   당하거나   누적   10   일   이상   
퇴출   또는   정학을   받게   될   경우(결과적으로   배치   변경이있는   경우),   장애   결정을   위한   심사가   
수행됩니다.   학생의   504   팀은   모여서   관련   문서   및   학생의   위법   행위를   검토  한   후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위법   행위는   학생의   504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입니까?   

●   위법   행위가   학생의   장애로   인해   발생했거나   학생의   장애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심사   검토의   요약본이   작성되고   이를   검토   후   가능한   한   빨리   최소    5   수업   일   이내에   학부모   /   보호자에게   
사본이   제공됩니다.   

특수   교육   자격이   결정되지   않은   학생의   징계   

위에   요약   된   IDEA   보호는   징계   조치를   촉발한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교육   당국이   학생이   IEP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간주될   경우   IEP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에게도   적용됩니다.   IDEA는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   당국이   "해당   지식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1)   아동의   부모가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교육   당국   감독관   또는   행정   
담당자   또는   아동의   교사에게   서면으로   알려   우려를   표명한   경우;   

(2)   아동의   부모가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해   아동의   평가를   요청한   경우;     

(3)   아동의   교사   또는   기타   교육   당국   직원이   아동의   행동   패턴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를   직접적으로   교육   
당국의   특수   교육   책임자   또는   기타   감독자에게   직접   표명한   경우.   

그러나   교육   당국이   학생을   평가하고   아동이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거나   아동의   
부모가   아동에   대한   평가나   IDEA   서비스를   거부   한   경우   교육   당국이   "해당   지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교육   당국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학생이   IDEA에   해당되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다른   학생과   마찬가지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징계   조치를   받는   동안   해당   자격   결정을   위한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   당국은   
신속하게   평가를   수행해야합니다.   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은   학교   당국이   결정한   교육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교육   서비스   없는   정학   또는   퇴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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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P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   당국은   해당   학생에게   IDEA에   따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   

양해   각서   

윈체스터   공립학교,   윈체스터   경찰서   및   미들섹스   카운티   지방   검사실은   학생의   폭력,   비행   또는   범죄   
행위와   학교   구내   또는   학교   관련   행사에서   발생하는   알코올   및   기타   약물   남용에   대한   대응에   협력할   
것입니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행정부와   법   집행   기관   간의   이러한   협력   노력은   
마약,   알코올,   무기   및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지지합니다.   학교   구내   또는   학교   행사에서   그러한   
행위에   연루된   학생   신분이   아닌   자도   학생애   해당하는   것으로   해   보고될   것입니다.   전체   협의안은   
교장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기록부   

윈체스터   공립학교는   1974   년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   (FERPA)   및   매사추세츠   규정,   603   
CMR   23.00을   구현하는    학생   기록   정책 을   채택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권리를   포함한   이   
정책은   이   핸드북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합니다.   

  
이용   목적   제한   방침   

윈체스터   공립학교는   이   핸드북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학생이    수용할   사용   정책 을   
채택했습니다.   요약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   특권   

학생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 교육적   필요에   맞는   자료를   찾습니다.   
● 원격   학습   활동에   참여합니다.   
● 전문가에게   질문하고   상담합니다.   

● 교육   목적으로   다른   학생   및   개인과   소통합니다.   
● 초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교사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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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책임   

학생들은:   

● 인터넷에서   "만난"사람들을   존중합니다.   
● 컴퓨터를   책임감있게    사용하십시오.   
● 책임감을   보여   학교의   대표자   역할을   합니다.   
● 실수로   부적절한   사이트에   액세스   한   경우   교사나   다른   성인에게   알리십시오.   
● 주어진   모든   지침을   따르고   교사가   제안하는   구역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학습에   적극   사용합니다   (프로젝트,   보고서    및   토론).   
● 친구의   문서를   존중합니다.   친구의   파일을   읽거나   삭제,   복사   또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으로   개인   정보   (주소,   전화   번호,   사진   등)를   제공하거나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개인적인   만남을   주선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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