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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이 핸드북은 학생의 주요 권리와 책임과 공교육에 대한 접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www.mukilteoschools.org 에 열거된 모든 교육 이사회 정책 및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사회 정책은 교육 이사회에 의해 수정되고 절차는 필요에 따라 수정됩니다. 
 
교육구는 본 핸드북 승인 당시 최신 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만약 연도 중에 수정 사항이 

생기면 Mukilteo 교육구 웹사이트 www.mukilteoschools.org 에 게시할 것입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학생 및 가족' 메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차별 금지 

Mukilteo 교육구는 성별, 인종, 신념, 종교, 피부색, 출신 국가, 연령, 군복무 여부, 성적 지향, 젠더 
표현 또는 정체성, 장애 여부, 훈련된 안내견이나 도우미 동물을 사용하는가 여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모두에게 보이 스카우트 및 기타 청소년 그룹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차별 혐의에 대한 질문 및 불만 사항을 맡아 처리할 전담반 직원들의 

연락처입니다: 
 
민권 코디네이터 및 Title IX 코디네이터 Dan Dizon 
(425-356-1319), dizonds@mukilteo.wednet.edu 
섹션 504 코디네이터 Lisa Pitch 
(425-356-1277), pitschla@mukilteo.wednet.edu 
장애인법 (ADA)/접근성 코디네이터 Karen Mooseker 
(425-356-1330), moosekerkw@mukilteo.wednet.edu 
 

주소: 9401 Sharon Drive in Everett, WA 98204 
 

Sno-Isle TECH Skills Center 의 장애인법 (ADA) 및 접근성 문의는  

Wes Allen 이사 (디렉터) (425-348-2220), allenwr@mukilteo.wednet.edu 

주소: 9001 Airport Road in Everett, WA 98204 

 
 
 

   Mukilteo 교육구 (스쿨 디스트릭트)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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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위한 철학 
 
Mukilteo 교육구 이사회는 학교를 학업 및 사회적 성공을 경험하는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성공은 긍정적인 

자존감에 기여하여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개념을 배우고, 기술을 연습하고, 

학업적 성공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업 및 사회적 성공을 도모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각 학생을 유능하고 자제력 있는 학습자로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 

결정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 행동, 문제 해결 기술 및 예방 조치를 식별하고 정의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 타인 존중, 학습 환경에 대한 존중의 분위기에서 구축됩니다. 

교육구의 정책들은 권리와 책임, 학생의 행동 절차를 포함하며,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자제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긍정적인 행동, 성장 및 행동 관련 결과에 중점을 둡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이 모두 협력하여 학생의 권리를 

지원하고 학업 성장 및 사회적 성장에 대해 책임을 갖는 학생이 되도록 돕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의 권리 및 의무 
 
Mukilteo 학군의 철학과 정책은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일반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 교육 프레임워크 내에서 특정 학생의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설정합니다. 
 

교육구의 의무 
 
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기 훈련과 개인의 책임을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의 학업 및 

사회적 성장을 개발하겠다는 저희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교육구 직원은 다음을 수행할 것입니다: 

• 존중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 학생에 대한 높은 학업 및 행동 기대치를 정의하고 일관되게 유지 

• 일관되고 적절하게 행동 

• 학생의 존엄성과 자부심 유지 

• 모두를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 

• 각 학생의 필요와 과제의 복잡성에 따라 학습 시간을 변경합니다. 

• 학업 및 사회적 성장의 성공을 위한 기회 제공 
 

교육구의 규칙 
 
Mukilteo 교육구는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신념으로 

교육구는 학생들의 행동을 안내하는 세 가지 일반적인 행동 규칙을 수립했습니다. 

• 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할 것입니다. 

• 학생들은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존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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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와 교실은 구체적인 규칙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이사회 정책 및 철학과도 

일치합니다. 학생들이 이 세 가지 기본 교육구 규칙과 특정 건물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교육구는 이 

문서의 뒷부분에 설명된 징계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 규칙은 방과 후 및 교외 행사를 포함하여 Mukilteo 

교육구가 후원하는 모든 행사와 교육구 교통 및 교통 적재 구역에서 유효합니다. 
 

긍정적인 접근법 
 
학업 및 사회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교직원은 각 학과 수준에서 학생의 행동을 

긍정적 방향으로 지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학생들이 책임감 있고 자제력 있는 개인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항의서/불만 신고 절차 
 
교육구 직원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불만/항의서는 해당 건물의 직원이나 학교 행정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불만/항의가 건물 측에서 해결되지 못할 경우, 교육감이 지명한 사람에게 전달되고 이사회 정책 및 

절차 4312/4312-P 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징계, 장단기 정학, 퇴학 및 긴급 퇴학에 관한 불만 처리 

절차 및 항소 절차는 WAC 392-400 및 이사회 정책 및 절차 3241 및 3241-P에 따라 처리됩니다. 

 

학생 출석 
 

Mukilteo 교육구는,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교실 참여 및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이 교육 과정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초석의 혜택을 받으려면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학교에 출석해야 

합니다. 학교 출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학생의 학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출석 연령 및 의무 출석 – 이사회 정책 3110 
 
법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교육구의 학교에 다닐 권리 및 책임이 있습니다. 
 
최소 입학 연령 요건을 충족하고 21세 미만인 교육구의 모든 거주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군의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8세 및 18세 미만의 어린이는 승인된 가정 기반 교육을 받지 않는 한 승인된 

사립 또는 공립 학교에 다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16세 이상의 어린이는 학교 

출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학생이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할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A.   정규적으로 합법적으로 고용되었으며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가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하거나 Chapter 13.64 RCW 에 따라 자녀가 자립합니다. 

B.   주거시설에 재학 중이며,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4312.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4312.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4312-P.html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400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41.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41.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41-P.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41-P.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110.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110.html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13.64


 
9  

C.   주 교육 위원회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졸업 요건을 충족했거나 

D.   주 교육 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교육 능력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예외가 인정된 거주 학생은 파트타임 학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모든 과정을 수강할 자격이 있고, 

부수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공립 학교가 풀타임 학생에게 제공하는 수업 및 부수적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든 

조합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출석의 장점 
 

정기적으로 학교에 출석하면 매일의 교실 활동, 수업, 과제, 시험 및 퀴즈를 따라잡고 정시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기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업 성취도 – 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은 수업을 통과하고 지역 및 주 평가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기회 – 정기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카운셀러와의 만남, SAT 및 ACT 시험 날짜 또는 장학금 

    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 견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초청 연사 등과 같은 기회를  

    갖습니다. 

•   소속감 –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원이 됨을 느낍니다. 팀워크, 의사 소통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귀중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합니다. 
 

결석할 경우 
 

학교에 출석하지 않으면 수업 활동이 중단되며 그 중 일부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학점 상실 – 2019년부터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제때 졸업하려면 24학점을 이수해야 하므로 모든  

     학점이 계산됩니다. 

•   성적 감소 – 결석은 과제 결석, 과제 마감일 결석 및/또는 낮은 시험 점수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성적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수업 또는 학교에서 퇴학 – 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학생은 수업 또는 학교에서 완전히  

     퇴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   학교 출석은 의무입니다. 의무적 학교 출석은 학교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정책입니다. 무단  

    결석으로 인해 학교는 법원에 Becca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주의 학교 출석은 8세부터 18세까지 의무입니다. 학생이 16세 이상이고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RCW 28A.225.010에 따라 정규직, 보수 직업 및 기타 예외에 있는 학생은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한 학생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동일한 출석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Mukilteo 학군에 등록한 학생은 행정부, 담임 교사 또는 피지명인이 공식적으로 면제하지 않는 한 할당된 

모든 정규 수업에 참석합니다.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225.01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22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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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Mukilteo 학군 학교는 수업 시간에 캠퍼스를 폐쇄했습니다. 

WAC 392-401-020 정당한 결석 – 다음 사유로 인한 결석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학생 또는 학생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의 질병, 건강 상태 또는 진료 예약(의료, 상담, 치과, 

검안, 임신, 약물 의존이나 정신 건강을 이유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등). 

2.  가족 구성원의 사망이나 질병과 같은 가정 내 위급 상황. 

3.  종교적/문화적 휴일 준수 또는 종교적/문화적 교육 참여 

4.  법원, 사법 절차, 법원 명령 활동 또는 배심원 서비스 

5.  고등 교육, 기술 학교 또는 견습 프로그램 방문 또는 장학금 인터뷰 

6.  RCW 28A.225.055와 일치하는 국가에서 인정한 수색 및 구조 활동 

7.  학생의 노숙 또는 위탁 양육/부양 상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결석. 

8.  RCW 28A.705.010에 따라 현역 군인인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배치 활동과 관련된 부재 

9.  학생이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고 392-400 WAC에 정의된 적법한 "학습 과정" 활동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WAC 392-121에 따라 부과되는 정학, 퇴학 또는 긴급 퇴학으로 인한 결석 

10.  위협, 폭행 또는 따돌림과 관련된 결석을 포함하여 학생 안전 문제로 인한 결석 

11.  학생의 이민 신분으로 인한 결석 

12.  교육구 정책과 일치하고 교장/피지명인과 부모/보호자 또는 독립된 청소년이 상호 동의하는 승인된 

활동. 
 
학교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결석이 위의 결석 사유를 충족하는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교육구는 

면제된 결석에 대한 추가 범주 또는 기준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WAC 392-401-030 무단 결석 - 학교 결석은 WAC 392-401-020 (위에 나열)에 제공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한 무단 결석입니다. 
 
낮에 학교를 떠나야 하는 학생은 학생 사무실을 통해 체크아웃해야 합니다. 학생은 학부모/보호자로부터 

메모나 전화를 받은 후에만 퇴실이 허용됩니다.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떠나는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간주됩니다. 같은 날에 돌아오는 학생은 그날 남은 시간 동안 결석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로그인해야 합니다. 
 
결석한 학생은 건물 절차에 따라 결석 날짜와 결석 사유를 설명하는 학생의 부모/보호자로부터 서면 또는 

구두 의사 소통을 통해 결석을 면제받게 됩니다. 교사는 결석 후 수업을 수락하기 전에 학생이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 또는 정당한 결석에 대한 적격 학생의 서면 또는 구두 의사 소통은 건물 절차에 따라 다른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학교로 돌아온 후 수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학점, 성적을 받지 못하거나 수업이나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소년 법원에 무단 결석을 보고할 때 "베카 법안"의 조건을 준수합니다.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225.055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225.055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705.01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705.01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40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40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21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21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401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401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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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카 법안 - 출석은 학업 성공에 중요하며 무단 결석은 학교와 미래의 중퇴에 대한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면 무단결석으로 간주됩니다. 베카 법안(Becca Bill)으로 알려진 

워싱턴 주의 무단결석법은 청소년이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 학교/학군 및 소년 법원이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학교/교육구 요건 
• 한 번의 무단 결석 후 학부모/보호자는 해당 학군의 자동 전화 메시지를 통해 자녀의 결석 통지를 

받게 됩니다. 

• 3회 무단 결석 후 학교는 학생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회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두 번째와 다섯 번째 무단 결석 사이에 학군은 중/고등학생에 대한 경고 평가 또는 학군이 승인한 

다른 평가를 사용하여 학생의 결석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데이터에 근거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한 달에 5번의 무단 결석 후, 행정관은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을 만나 학교 출석에 대한 장벽을 

평가하고 중재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학부모/보호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는 학생과 

단독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서명된 "출석 중재 계획 및 동의서"는 부모/보호자에게 집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 한 달에 7번의 무단 결석 후, 그리고 현재 학년도 중 15번째 무단 결석이 있을 때까지 해당 학군은 

아동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지역사회 참여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과도한 결근과 

무단 결석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구성됩니다. 

• 학생의 출석이 개선되지 않으면 무단결석 법원 청문회가 요청됩니다. 

 
부모님의 역할 
 
학생과 학부모는 워싱턴 주의 의무 출석법에 규정된 대로 학생이 정기적으로 학교에 출석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의 학교 출석을 돕기 위한 전략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즉시 학교에 연락하십시오 - 학생이 결석할 예정이라면 즉시 학교에 연락하여 결석을 승인 받고 
누락된 숙제/과제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각 학교의 학생/학부모 핸드북에 설명된 지침 및 출석 
정책을 따르십시오. 

•   귀하의 학생이 매일 제 시간에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Mukilteo 학군은 탄탄한 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이 버스를 타는 경우 승차 및 하차 시간과 위치를 알아 두십시오. 
늦게 등교하면 학생이 하루의 첫 수업을 따라잡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동참하십시오 - 학생에게 하루 일과, 학교는 어땠는지, 숙제는 무엇인지, 
앞으로 있을 활동이 무엇인지 등을 물어보십시오. 매일 밤 자녀가 숙제를 하는지 확인하고, 
학부모/교사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학교에서 집으로 보내는 통지문을 읽고, 온라인으로 성적을 
확인하고,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아이의 친구를 잘 알아 두십시오. 

•   건강 증진 - 학생이 균형 잡힌 식단을 먹고 충분한 운동을 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해주십시오. 

https://apps.leg.wa.gov/RCW/default.aspx?cite=28A.225.030
https://apps.leg.wa.gov/RCW/default.aspx?cite=28A.22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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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소스 - 학생을 학교에 데려가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o 학교 직원 - 교사, 카운슬러, 행정관, 간호사, 자원 담당관, 비서, 코치, 클럽 고문 및 기타 직원과     

                                이야기하십시오. 
         o 온라인 리소스 

 스노호미쉬 카운티 청소년 법원 부서 
http://www.snohomishcountywa.gov/195/Juvenile-Court 

 OSPI 출석, 만성 결석 및 무단 결석 https://www.k12.wa.us/student-success/support-
programs/attendance-chronicabsenteeism-and-truancy 

 

학교 기록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FERPA - 99.7항)에 따라, Mukilteo 교육구는 해마다 FERPA 권리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학생의 교육 복지와 학교의 질서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이 

요구하는 대로 학생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FERPA(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는 부모와 18세 이상의 학생("자격요건에 부합되는 

학생")에게 학생의 교육 기록과 관련된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들은: 
 

1. 교육구가 접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학생의 교육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권리. 
 

학부모 또는 자격을 갖춘 학생은 그들이 조사하려는 기록이 무엇인지 적은 신청서를 서면으로 

교장[또는 해당 학교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장은 서류를 준비하고 기록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학부모 또는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알릴 것입니다. 
 

2. 학부모 또는 자격을 갖춘 학생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교육 기록 

수정을 요청할 권리. 
 

학부모 또는 자격을 갖춘 학생은 정확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록을 

수정하도록 교육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장에게 편지를 써서 변경하려는 기록 부분을 

명시하고 정확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교육구가 기록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교육구는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에게 결정 

사항을 알리고 수정 요청에 관한 청문회를 열 권리를 알려줄 것입니다. 청문회 절차에 관한 추가 

정보는 청문회에 대한 권리가 통지될 때 학부모 또는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3. 학생의 교육 기록에 포함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할 권리. FERPA가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경우란, 적법한 교육적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직원은 교육구에서 관리자, 감독자, 강사 또는 지원 직원(건강 또는 의료 직원 및 법 집행 

직원 포함)으로 고용한 사람입니다. 교육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특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구가 계약한 개인 또는 회사(예: 변호사, 감사자, 의료 컨설턴트 또는 치료사); 또는 징계 또는 

항의서 처리 위원회와 같은 공식 위원회에서 일하거나 다른 학교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http://www.snohomishcountywa.gov/195/Juvenile-Court
http://www.snohomishcountywa.gov/195/Juvenile-Court
https://www.k12.wa.us/student-success/support-programs/attendance-chronicabsenteeism-and-truancy
https://www.k12.wa.us/student-success/support-programs/attendance-chronicabsenteeism-and-truancy
https://www.k12.wa.us/student-success/support-programs/attendance-chronicabsenteeism-and-tru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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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는 학부모 또는 학생. 
 

교직원은 자신의 직업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적법한 교육적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요청 시 교육구는 학생이 등록을 원하거나 등록하려는 다른 교육구의 직원에게 동의 없이 교육 

기록을 공개합니다. [참고: 요청에 따라 학생 기록을 보낼 것이라고 연례 통지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구는 학생에게 기록을 보낸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FERPA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교육구가 FERPA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교육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 FERPA를 
관리하는 사무실의 이름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4605 

 
 

기록의 보류 
부주의로 인해 분실 또는 훼손된 재료 또는 재산을 교체하는 비용은 학생이 부담해야 합니다. 학생의 성적, 성적 

증명서 또는 졸업장은 교육구가 동의한 바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거나 자원 봉사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류될 수 있습니다.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는 교육감 및 이사회에 손해 배상 청구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품행 
 
교실 관리, 징계 및 시정 조치 – 이사회 정책 3241 

 
Mukilteo 교육구의 이사회는 모든 학생의 교육적 성취에 중점을 둡니다. 교육구는 모든 학생에게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학생에게 개인적 및 학업적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징계"는 행동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교육구가 취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배제는 물론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형태의 

징계가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이 정책과 절차가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지원하고 지도 시간을 최대화하며 평등한 

교육 기회를 늘리는 방식으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 훈육 정책 및 절차의 개발 및 구현과 관련된 결정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가족 및 지역사회와 협력합니다. 

• 부모와 가족의 조기 참여를 제공하고 학생이 행동 기대치를 충족하도록 지원합니다. 

• 징계는 학생의 필요와 장점에 대응하며 최대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관리합니다. 

• 학생들이 중단 없이 교육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학 또는 퇴학 후 다시 재입학 할 수 있도록 교직원, 학생, 학부모, 가족 간의 협력을 촉진합니다. 

• 징계 관리에 있어 공정성, 형평성 및 적법 절차를 보장합니다.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41.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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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학생의 문화를 존중하는 규율을 구현하며 학생의 개인적 및 학업적 성공을 달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모든 학생과 교육구 직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권리와 의무 / 교육구의 약속 
 
위원회는 배제 위주의 징계를 주던 관행의 부정적이고 불균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다음을 위해 노력합니다:  

• 교육의 기회에 격차를 만드는 훈육 정책 및 관행을 식별하고 해결합니다. 

• 학생들이 수업에 쉽게 접근하고 행동 기대치를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훈육을 예방 차원에서 구현합니다. 
 

교육구는 학생의 기본 권리를 준수합니다:  

1. 성별, 인종, 신념, 종교, 피부색, 출신 국가, 성적 취향, 성별 표현, 성 정체성, 장애 또는 훈련된 안내견/도우미 

동물의 사용 여부에 따라 학생을 불법적으로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2.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및 불만의 시정을 위해 정부와 대표자를 청원할 권리 및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는 종파의 통제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권리 

행사의 시간, 장소 및 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3.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학생의 신체, 문서 및 효과에 대한 학생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교육구의 보호를 받는 동안 학생의 교육 추구를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5. 적법한 절차 없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육구의 학생 징계 정책 및 절차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하며 교육적으로 건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타인의 권리, 사람, 재산을 존중하도록 요구되며 이 정책과 절차를 인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또한 필수 학습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학습을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개발 및 검토 
 
관련 학생의 레벨 정보, 행동 위반 및 교육구가 시도한 징계 등의 훈육 조치에 대해 정확하고 완전하게 보고하는 것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교육구는 그렇게 보고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28A.300.042에서 요구하는 대로 각 학교에서 시행되는 징계 조치에 대한 데이터와 기타 정책 및 절차에 

필요한 추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학교 교장은 각 건물의 공인된 직원과 적어도 매년 협의하여 규율의 기준을 개발 및 검토하고 해당 기준이 충실하게 

이행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각 교육구 학교에서 교장 및 적법한 교직원은 다른 교직원, 학생, 학부모, 가족 및 지역 

사회와 합력하여 징계 관리를 위한 서면 절차를 개발할 것입니다. 각 학교는:  

1. 학생들과 함께 행동 기대치를 설정하고 예방 차원에서 다양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가르칩니다. 

http://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300.042
http://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3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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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행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해결하고 암묵적 편견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문제 행동 및 행동 위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개발합니다. 

3. 교실에서 배제할지 관리자가 개입할지 심각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미한 행동 문제와 주요 행동 문제의 

차이점을 정의합니다. 

4. 교실에서 배제하기 전에, 또는 배제하는 대신, 건물 직원은 수업 내 문제 행동 대처의 모범 사례 및 지속적인 

전략을 확인합니다. 

학교의 핸드북, 행동 강령 및 건물 규율의 기준은 이 정책, 수반되는 절차 또는 이사회의 정책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의 건물 규율 기준은 교육구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의 승인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교장은 교사와 기타 교직원이 

다음과 같은 모범 사례 및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 적절히 지원할 것입니다: 

1. 배제적 징계를 줄이기 위해 예방에 중점을 둡니다; 

2. 전문가의 판단과 기술을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3.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별 학생의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교장은 공인된 직원과 매년 협의하여, PBIS, SEL, 회복적 사법 실행, 트라우마 접근법, 문화적 존중이 있는 교수법, 

암묵적인 편견 등에 대해 교사가 훈련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 훈련이 무엇인지 

알아낼 데이터를 사용하는 등,  교실 관리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가족 및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이 정책과 절차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추가로 개발할 

것입니다. 이 개발 및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학군은 RCW 28A.300.042에 따라 수집된 세분화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생 징계 관행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학생 징계 관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개선할 것입니다. 징계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야 합니다: 

1. 학교 

2. 성별, 학년 수준, 인종/민족 (RCW 28A.300.042(1) 및 CEDARS 부록 Y 및 Z에 따른 연방 인종 및 민족 범주의 

세분화)을 포함한 학생 그룹, 저소득, 영어 학습자, 이민자 , 특수 교육, 섹션 504, 위탁 보호 및 노숙자. 

3. 행동 위반 

4. 징계 유형에는 교실 배제, 교내 정학, 단기 정학, 장기 정학, 긴급 퇴학 및 퇴학이 포함됩니다. 
 

교육구는 인종의 카테고리를 하위인종 및 하위민족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분류할 때 '인종 및 민족 학생 데이터 

위원회 '의 지침을 따를 것입니다. 교육구는 학교 훈육과 다양한 학생 그룹의 결과를 파악할 목적으로 학생 인종 및 

민족 데이터를 분류할 때, 학생 프로그램의 상황 및 인구 통계학적 정보(예: 성별, 학년, 저소득, 영어 학습자, 이민자, 

특수 교육, 섹션 504, 위탁 보호 및 노숙자)를 고려할 것입니다. 챕터 28A.640및 28A.642 RCW 에 명시된 '보호된 

수업을 듣는 학생'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자료를 검토하는 일이 이 과정에 포함됩니다. 교육구는 

최소 일년에 한번은 WAC 392-190-048에 따라 세분화된 훈육 데이터를 검토해야만 합니다. 
 
교육구는 각 학교를 다음과 같이 지원할 것입니다: 

• 학생의 성과에 대한 형평성 향상을 위해 매년 적어도 하나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http://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300.042
http://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300.042
https://www.k12.wa.us/about-ospi/workgroups-committees/concluded-workgroups/race-and-ethnicity-student-data-task-force
https://www.k12.wa.us/about-ospi/workgroups-committees/concluded-workgroups/race-and-ethnicity-student-data-task-force
https://www.k12.wa.us/about-ospi/workgroups-committees/concluded-workgroups/race-and-ethnicity-student-data-task-force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4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4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42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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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목표 및 실행 계획을 평가합니다.  

• 평가를 기반으로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정합니다. 
 

학교는 확인된 목표와 실행 계획을 모든 교직원, 학생, 학부모, 가족 및 지역사회와 공유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이 

정책과 절차의 최신 버전을 가족과 지역사회에 제공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해마다 모든 교육구 직원, 학생, 학부모 및 

가족에게 이 정책과 절차를 제공할 것이며, 1964년 민권법의 Title VI 에 따라, 영어가 부족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언어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교육구 직원과 계약자가 이 학생 징계 정책 및 절차를 숙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각 건물의 학교들은 위에 

언급한 대로 만들어진 규율을 모든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가족에게 매년 제공할 것이며, 1964년 민권법 Title VI 에 

따라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언어를 지원할 것입니다. 학교는 모든 교직원이 학교 건물 규율 

기준을 숙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정책의 실현을 위해, 학교는 가능한 한 모든 교직원에게 RCW 28A.415.410에 

따라 개발된 '훈육에 대한 트레이닝'을 제공하도록 장려됩니다.   
 

적용 
이 정책 및 수반되는 절차는 WAC 392-400-020에 명시된 워싱턴주 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캠퍼스 외 개입  
 

다음은 교외 사건에서 학교가 관할권을 가질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1.  사건의 전체 또는 일부가 수업일 중 당사자 간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했습니까? 

2.  사건이 학교 하교 시간과 비교적 가까운 시간에 발생했습니까? 

3.  사건이 학교 운동장, 버스 또는 버스 정류장에서 비교적 근접한 곳에서 발생했습니까? 

4.  사건이 학교의 교육 과정에 지장을 줄까요? 

5.  범죄의 심각성. 
 

버스 운행 
 

거주지에서 버스를 탈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과 버스에서 

안전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한다는 전제 하에 버스 탑승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지켜야 할 규율 
 

1. 운전기사의 지시를 따릅니다. 

2. 안전하게 앉아 있어야 합니다. 안전 벨트를 가능한 한 계속 착용하십시오. 

3. 소리를 낮추십시오. 좌석 파트너에게만 이야기하십시오. 

4. 타인과 그들의 재산을 존중합니다. 손발을 자신의 몸 가까이 둡니다. 

5. 차 안에서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6. 버스는 지정된 정류장에서만 탑승/하차합니다. 

7. 탑승/하차할 때는 난간을 잡고 안전하게 합니다. 

http://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415.410
http://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415.41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40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400


 
17  

8. 버스를 타는 동안 가방을 무릎에 둡니다. 

9. 금지된 물건을 가지고 탑승할 수 없습니다. 
 

버스 행동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버스에서 제외되고 학교의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음 행동을 하면 버스에서 즉시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버스 기사에 대한 공격적 행위/폭행 

2. 버스 안에서의 싸움 

3. 버스 안이나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4. 무기/위험물 소지 

5. 교육구나 개인 소유지에서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6. 점화/발화 장치의 사용 

7. 흡연, 약물, 알코올, 전자 담배, 베이핑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담배 

8. 버스 기사를 향한 음란한 몸짓 또는 욕설 

9. 신체의 일부를 버스 밖으로 뻗는 행위 

10.  협박/괴롭힘 (왕따) 
 

학군의 교통부는 Mukilteo 학군의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심각한 비행 
 

심각한 학생 비행으로 간주되는 행동 범주가 있습니다. 학생 비행의 장소가 학교 소유지, 학군 제공 교통편, 

스쿨 버스 정류장, 학교 활동이나 행사가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할 경우 학교의 권한이 행사됩니다. 비행의 

장소가 캠퍼스 외부이거나 학교로 오가는 길목에서 발생했다 해도, 비행으로 교육 과정이 방해된 경우 학교의 

권한이 개입됩니다. 아래에 설명된 것과 같은 행동을 할 시, 사전 징계 조치 없이 정학, 긴급 퇴학 또는 퇴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 부정직: 표절은 다른 사람의 작업이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자신의 것처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학문적 부정직은 자신에게 불공평한 학문적 혜택을 주거나 다른 학생에게 불공평한 학문적 이점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 또는 참여 행위로 정의됩니다. 다음 행위가 표절에 포함됩니다; 타인의 작품을 

내 것인 양 제출하거나 이것을 돕는 행위. 승인되지 않은 출처를 사용하여 완료된 수업 과제/테스트 배포, 공유, 

수신하기. 시험이나 과제에 대한 부정 행위 또는 자신이나 타인의 점수 바꾸기, 등. 
 

방화/방화 도구: 불을 내기 위해 무기나 폭탄 같은 방화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의도적 방화 및 시도. 
 

따돌림(왕따): Stopbullying.gov는 따돌림을 실제 또는 인지된 권력 불균형과 관련된 원치 않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정의합니다. 따돌림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돌림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힘, 신체적 힘, 수치스러운 정보에 대한 접근, 타인을 통제하거나 해를 끼치는 인기와 같은 힘의 

불균형이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복이란 한번 이상 반복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에는 위협하기, 소문 

퍼뜨리기, 신체적 또는 언어적으로 공격하기, 의도적으로 그룹에서 제외하기와 같은 행동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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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괴롭힘은 전자 장치를 사용하여 힘이 약한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전자 

기기를 통해 악의적인 이름/별명 붙여 부르기, 의도적 무시, 수치심 주기, 소문 퍼뜨리기, 험담, 위협 등이 

사이버 괴롭힘의 예입니다. 
 

학교 방해: 교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 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학교 또는 학교 후원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주거나 일으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캠퍼스 

밖에서 발생하는 소셜 미디어, 문자 메시지 또는 비디오와 같은 전자 언어 사용 ; 무력 위협, 폭력 또는 관련 

행위(예: 폭탄 위협) 또는 소음 및/또는 악취 장치 사용(예: 화재 경보기 울리기, 악취 폭탄 설치) 항의, 파업, 

연좌농성, 또는 의도적으로 Mukilteo 학군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마약/알코올/마리화나: 알코올, 마리화나 또는 규제 약물로 알려진 품목의 사용, 성분 또는 관련 용품을 

판매하거나 소유하려는 의도는 교육구 정책에 위반되며, 학교 부지와 Mukilteo 교육구가 승인/후원/감독하는 

모든 활동 내에서 용인되지 않습니다. 불법 약물, 알코올, 마리화나, 마리화나 식품 부산물, 규제 물질, 합성 

약물의 영향을 받거나 실제로 사용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의 증거가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또한 유사 약물, 

약물로 사칭되는 물질, 처방약의 오용 또는 비처방 의약품의 오용도 포함됩니다. 
 

학생은 기분, 인지능력, 행동, 판단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분의 약물을 소유, 사용, 전달, 판매해서는 안되며 

그것을 섭취하고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일반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약이나 면허있는 의료인이 처방한 

약을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는 제외.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은 이사회 방침 및 절차 3416 및 3416-P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생이 마약, 알코올, 마리화나 및 기타 물질에 관한 교칙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면 학부모, 보호자, 학생은 

학교에서 이례적인 위법 행위로 인한 장기간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을 것입니다. 도구에만 관련된 범죄의 

경우 관리자는 다른 형태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학교 행정관은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와 회의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정학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학교로 돌아가려면 약물 및 알코올 평가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경우, 

행정관은 추천 절차를 검토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학생이나 부모/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상담을 위한 자원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사회 정책 3442). 

 

사기: 사기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 이득을 가져오기 위한 잘못된 속임수 또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사람 

또는 사물로 정의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시간, 날짜, 성적, 주소 또는 기타 교육 또는 개인 

정보를 위조하는 등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을 포함하는 허위 행위. 

 

갈취, 협박, 강압: 폭력이나 위협으로 금전이나 재산을 취득하거나 강제 또는 위협으로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 

 

도박: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다른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416.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416.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416-P.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416-P.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442.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4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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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조직 (갱) 활동: 공립 학교나 대안 학교에 등록한 학생이 갱의 일원이고 학교 운동장에서 고의로 갱 

활동에 가담한 경우 정학 또는 퇴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갱"은 다음과 같은 그룹입니다. (b) 식별 가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c) 지속적으로 RCW 28A.600.455에 정의된 대로 주로 범죄 목적을 위해 

정기적으로 공모하고 협력합니다. 갱 활동에는 갱 관련 의류 및 예복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갱 관련자로 식별하는 표시, 갱 신호, 언어; 홍보 및 모집; 소속, 개시 활동, 협박 및 자발적인 관찰을 

보여주는 것. 

 

괴롭힘: RCW 28A.600.477에 따르면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은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국적, 성별, 성적 

취향, 성 표현, 성 정체성,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 등을 근거로 상대에게 고의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전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다음을 포함합니다: 

• 학생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학생의 재산을 손상시키는 행위 

• 학생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거나 만연하여 위협적이거나 위협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 학교의 질서정연한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예시 (1) 혐오 범죄/ 혐오 발언 - 인종, 국적, 민족, 성별/젠더, 종교, 성 정체성 또는 장애와 같은 특징을 

근거로 선택된 피해자에게 가해집니다. (2) 괴롭힘 – 신체적 위험이나 신체적 손상, 심각한 정신적 또는 

정서적 손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학생 조직 또는 그룹에 가입하는 모든 방법. (3) 인종 관련 

괴롭힘 – 개인의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와 관련된 서면, 구두, 시각적 또는 물리적 행위가 충분히 

심각하거나 만연하거나 지속적입니다. (4) 성희롱 –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호의 요청, 성별이 이유가 

되는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 성희롱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성적 활동에 대한 원치 않는 압력; 원치 

않는 성적 동기 또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 달갑지 않은 성적 행동이나 말; 달갑지 않은 행동; 성별을 이유로 

개인을 겨냥한 구두 또는 서면 단어 또는 기호, 등. 
 

‘따돌림, 외설 및/또는 협박/위협’ (이사회 정책 2020, 3214 및 3216)을 참조하십시오. 

 

불법 행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행위. 

 

부적절한 행동: 학교 환경에 부적합하고 부적절하며 다른 사람의 학습 권리를 방해하는 행동. 예로, 물리적 

공격성(때리기, 발로 차기, 밀기, 침 뱉기 및 물기), 물체 공격성(물체 던지기, 부수기, 넘어뜨리기); 언어적 

공격성(음란한 몸짓, 위협적이거나 해로운 방식으로 누군가를 향한 모든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언어); 허락 

없이 누군가를 영상으로 찍고 녹화하는 행위; 테크놀로지의 부적절한 사용 및 학교에서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의 정의에 부합되는 부적절한 행동의 서면/예술적/시각적 표현. 

 

외설: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외설적, 모독적 언어의 사용, 저속한 행위, 외설적인 노출 및 과도한 공개적 애정 

표현,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전자 장치를 사용. (예: 섹스팅, 음란 이미지, 사진 또는 비디오 공유 

등). 18세 미만의 음란 이미지를 소지한 학생은 아동 포르노 소지로 간주됩니다. ‘괴롭힘’을 참조하십시오.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00.455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00.455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00.477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00.477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2020.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2020.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4.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4.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6.htm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6.htm


 
20  

 

학교 당국에 대한 간섭: 직무 수행에 있어 학교 직원을 간섭하는 것. 여기에는 법 집행 기관, 교사 및/또는 

직원의 합당한 요청을 반복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비준수, 반항, 무례 및 거짓 공식 등이 

포함됩니다.   

 

협박/위협: 신체적 폭력에 대한 암시적 또는 명시적 위협. (1) 유해하거나 굴욕적이거나 신체적으로 위협할 

의도를 갖고 (2) "자세"를 포함한 언어적 및 비언어적으로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해 적대감을 나타내는 

행위 또는 의사소통. ‘괴롭힘’, ‘따돌림’을 참조하십시오. 

 

학교 당국에 대한 협박: "자세"를 포함하여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의무 수행 

중 학교 직원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협하여 교직원을 방해합니다. 

 

전자 정보 시스템의 부적절하거나 악의적인 사용: 이사회 정책 및 절차 2314/2314P 의 "전자 정보 

시스템의 허용 가능한 사용"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신체적 상해/싸움/공격: 신체적 상해를 일으키거나, 시도하거나,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싸움, 폭행 선동, 모이기, 영상 녹화, 싸움 계획, 자발적 관찰자 및 싸움이 일어날 것을 

알고도 관리자 및 싸움의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 등이 포함됩니다. 폭행은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절도: 허락 없이 교육구의 재산 또는 타인의 재산을 가져가거나 제거하거나 소유하는 것. 

 

담배/베이핑/줄링: 담배/베이핑/줄링 제품의 소유, 사용, 배포, 판매 의도 또는 판매. 담배에는 담배, 시가, 

라이터, 코담배, 흡연 담배, 무연 담배, 니코틴, 니코틴 전달 장치, 전자 담배 및 담배 액세서리, 전자담배 및 

전자담배 제품, juul, 전자담배 및 파드(pod) 스타일 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이사회 방침 4335).  

 

무단 침입: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있거나, 나가 달라고 요청 받았을 때 거부하거나, 교육구 컴퓨터 및 기록 

시스템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예: 컴퓨터 해킹). 정학/퇴학 중에 허락없이 학교 소유지나 학교 후원 활동에 

들어와 무단 침입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기물 훼손: 교육구 웹사이트 또는 미디어 소스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 및/또는 학교, 교육구 자산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일으키려고 시도하는 행위. 

 

위험한 무기: 주 법률에서 승인한 특정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학교 부지나 학교의 교통수단 및 활동 전용으로 

사용되는 기타 시설에서 화기 또는 위험한 무기를 휴대하는 것은 교육구 정책 및 주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RCW 9.41.280 에 따르면, 공립이나 사립 초등학교, 중등 학교 건물, 공립이나 사립 학교의 시설이 있는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2314.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2314.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2314-P.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4335.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4335.html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4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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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에서 이를 운반하거나 소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모든 총기 

• 두 개 이상의 긴 나무, 금속,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철사나 로프 등으로 연결한 장치. 주로 "눈추카 

막대기"라고 불리움. 

• 모든 면에서 충격이 가해지도록 설계된 다각형 금속 물체. 주로 "던지는 별"이라고 불리움. 

• 압축 공기, 이산화탄소 또는 기타 가스를 방출하여 BB, 펠릿 또는 기타 발사체를 추진하도록 설계된 

공기 권총 또는 공기 소총을 포함한 모든 공기총. 

• 사람이나 동물에게 투여하도록 설계된 전하를 방출하는 장치에 부착된 유선 프로브를 투사하는 발사체 

전기 충격 총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전기 충격 총처럼 제조된 모든 휴대용 장치 감전, 전하 또는 충격. 

• 전기 충격이나 충격을 가할 의도로 무기로 사용되거나 사용하려던 모든 장치, 물체 또는 도구. 

• 다음의 도구: 

o   더크(dirk) 또는 단검 

o   날이 3인치 이상인 칼 

o   스프링 메커니즘 또는 기타 기계 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해제되는 날이 있는 칼 

o   중력의 힘, 바깥쪽, 아래쪽 또는 원심 추력 또는 움직임에 의해 열리거나 떨어지거나 제 위치로 

    튀어나오는 칼날이 있는 칼 그리고 

o   보호되지 않은 날이 있는 모든 면도기 

• 모든 슬링 샷, 샌드백 또는 샌드 클럽 

• 금속 너클 

• 새총 

• 클럽으로 사용되거나 의도된 모든 금속 파이프 또는 막대 

• 폭발물 

• 유독하거나 유해한 가스가 포함된 모든 무기 

• 죽음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용 방식에 따라 죽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도구 및 실행. 

 
또한 교육구는 다음 무기를 정책의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 위에 나열되지 않은 칼이나 면도기. 학교 활동을 위해 승인되거나 제공된 도구는 제외. 
• 위에 나열된 것 외에 타인을 겁박하거나 다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사용가능한 모든 물체. 
 
이 정책을 위반하는 학생은 중범죄에 유죄가 될 수 있고 퇴학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당국은 법 

집행 기관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릴 것입니다.  
 
총기를 소지한 학생은 RCW 28A.600.420에 따라 최소 1년 동안 퇴학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사례별로 총기류에 

대한 1년 퇴학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학생이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RCW 9A.04.110 에 정의됨) 

총기로 보이는 장치를 보일 경우 최대 1년 동안 학생을 정학 또는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00.42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00.42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A.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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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 또는 퇴학 중 항소, 재입학 및 재참여 절차 
 
항소, 재입학 및 재참여 
학생/학부모는 정학이나 퇴학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의서 및 항소 절차는 각 정학/퇴학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사회 절차 3241-P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 
정학 또는 퇴학을 받은 학생은 언제든지 교육구에 재입학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정학/퇴학을 

당한 학교에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이 서면 지원서를 교장에게 제출하면 교장이 입학 또는 불입학을 

결정합니다. 학생이 다른 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면 교육감에게 서면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학생이 복귀를 원하는 이유 및 학교가 복귀 요청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   요청을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 그리고 

•   학부모나 학생을 도운 사람의 증빙 진술. 

교육감은 그러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수업일 기준 칠(7) 일 이내에 결정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릴 것입니다.  
 

재참여 계획 
교육구는 학생 및 학부모와 협력하여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의 개별 상황에 맞게 

문화적으로 민감하고 문화적으로 반응하는 재참여 계획을 개발할 것입니다. 재참여 계획을 개발할 때 

교육구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정학 또는 퇴학을 초래한 사건의 성격과 상황; 

•   학생이 속한 문화, 역사, 상황, 가족의 규범 및 가치, 지역 사회의 자원 및 학부모 지원 활동; 

•   정학 또는 퇴학 기간 단축; 

•   학생의 성공적인 학업 및 낙오하지 않고 졸업하는 것을 돕기 위한 학업적/비학업적 지원 제공. 

•   학생의 부모나 교직원이 정학/퇴학을 초래한 상황을 시정하고 유사한 상황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합니다.  
 

교육구는 재참여 계획을 문서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계획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재참여 

회의와 재참여 계획이 학생과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의 예외 
교육구는 다음과 같이 특정 위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학 또는 퇴학 종료일 이후에 학생이 학생의 정규 

교육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RCW 28A.600.460(2)에 의거하여 위반 행위를 하는 학생은, 교사가 피해자인 경우, 다시 그 선생님의 수업에 

배정되지 않아야 하며, 그 선생님이 배정되는 어떤 다른 학교에도 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RCW 28A.600.460(3)에 의거하여 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다른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피해 학생과 같은 반에 

배정되지 않아야 하며, 피해 학생이 등록된 다른 어떤 학교에도 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41-P.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41-P.html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00.46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00.46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00.46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0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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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 
 
차별 금지 – 이사회 정책 3210 
 

교육구는 인종, 종교,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 연령, 명예 제대 군인 또는 군복무 상태, 성별, 성적 취향, 

성별 표현, 성 정체성, 결혼 여부, 프로그램과 관련되지 않은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장애 여부, 훈련된 

안내견이나 도우미 동물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학업 및 활동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서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와 대우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애국적인 사회로서 미국 보이 스카우트와 

미국 법의 Title 36에 나열된 기타 모든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학교 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제공할 

것입니다. 교육구 프로그램은 성희롱이 없을 것입니다. 

보조 지원 및 서비스는 요청 시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제공됩니다. 
 
위에 나열된 사항을 이유로 학생이 교육구 제공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충분히 가혹하거나 지속적이거나 만연한 학생에 대한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교육구 직원이 그러한 차별적 괴롭힘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교육구는 괴롭힘을 종료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그 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교육구의 차별 금지 선언은 모든 학생, 학부모 또는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서면 발표, 통지, 채용 

자료, 고용 지원 및 기타 출판물에 포함될 것입니다. 성명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교육구는 위에 

나열된 범주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차별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합니다. 2) 이 정책을 준수하도록 

지정된 교육구의 민권 준수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3) 학군의 섹션 504 및 Title IX 준수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교육구는 학생, 학생의 부모/보호자(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언어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및 직원에게 

교육구의 차별 불만 처리 절차를 알리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된 통지를 매년 게시합니다. 
 
교육구는 이 정책에 나오는 책임에 대해 관리자 및 자격증을 소지한 학급 직원에게 교육하고, 이 정책에 

언급된 보호 계층에 기반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제거합니다. 
 
교육감은 이 정책에 대한 민권 준수 책임자로 봉사할 직원을 지정할 것입니다. 준법 감시인은 교육구에 

전달된 차별 불만 사항을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감은 차별 철폐 조치/Title IX 준수 책임자로 봉사할 

직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접근성 

교육구는 미국 장애법(ADA)에 정의된 대로 장애 학생이 모든 학교 시설 및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교육구는 해당 시설에 대한 주 및 연방 접근성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교육구의 ADA 코디네이터로 봉사할 직원을 지명해야 합니다.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0.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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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 – 절차 3210-P 

 
누구든지 교육구가 차별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교육구에 항의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 

절차는 실제 위반 또는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사항이 불만 제기자, 행정부 및 이사회에게 만족스럽고 

정당한 해결책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항의서 처리 절차는 차별 금지 정책(위원회 정책 3210)의 

일반 조건, 특히 안내 및 상담(위원회 정책 2140), 공동 교과 과정 프로그램(위원회 정책 2150), 학교 내 

도우미 동물(위원회 정책 3212) 및 교육 과정 개발 및 교육 자료 채택(이사회 정책 2120)을 다루는 

차별금지 정책의 일반적인 조건에 적용될 것입니다.  
 
A. 항의서(grievance)란, 주 또는 연방의 차별 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B. 민원(complaint)이란, 차별 금지법을 위반하는 특정 행위, 조건 또는 상황을 주장하는 서면 고소를 

의미합니다. 민원 제기 기간은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년입니다. 그러나 불만 제기자가 다음의 

이유로 제출을 못 한 경우엔 마감일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불만을 초래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교육구의 잘못된 진술; 또는 2) WAC 392-190-065 또는 WAC 392-190-005에 따라 

교육구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보류. 불만 사항은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직접 전달을 통해 학군, 

학교 또는 차별 불만 사항 조사를 담당하는 학군 준수 책임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불만 사항을 접수한 교육구 직원은 즉시 준법 감시인에게 알릴 것입니다. 

C. 피고소인(respondent)이란,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위반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거나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절차의 주 목적은 정당한 불만 사항에 대한 공평한 해결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불만을 제기할 권리를 방해할 수 없으며, 항의서를 제출한 개인에게 

보복하거나 협박, 위협, 강압,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A. 해결을 위한 비공식 절차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준법 감시인 또는 지정된 직원과의 비공식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회의는 고소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이 회의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불만 제기자는 서면 불만 사항을 준법 감시인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교육구는 공식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불만 제기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B. 해결을 위한 공식 절차 

 
Level One: 교육구에 민원 
민원은 위반으로 주장되는 특정 행위, 조건 또는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민원을 접수하면 

준법감시인이 불만제기자에게 이 절차의 사본을 제공합니다. 준법감시인은 30일 이내에 혐의를 

조사할 것입니다. 교육구와 불만 제기자는 조사 대신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서면으로 불만 사항과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0-P.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0-P.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0.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0.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2140.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2140.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2150.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2150.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2.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2.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2120.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2120.html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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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불만 제기자가 시간 연장에 동의하거나 시간이 더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서면 불만 사항을 접수한 후 가능한 한 30일 이내에 결정을 서면으로 응답합니다. 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교육구는 연장 사유와 예상 응답 날짜를 불만 제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교육구가 

불만 제기자에게 응답할 때 교육구는 응답 사본을 교육감 사무실로 보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의 결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조사 결과 요약; 2) 학군이 차별 금지법을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부; 3) 비준수 사항이 발견되면 교육구가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정 조치; 및 4) 교육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는 고소인의 권리 및 필요한 제출 정보에 대한 

통지.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의 응답은 고소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며 1964년 민권법 Title 

VI에 따라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고소인을 위해 언어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시정 조치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고소인이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교육감이 고소인에게 서면 답변을 우편으로 보낸 후 30일 이내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Level Two: 이사회에 항소 
 
불만 제기자가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의 서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만 제기자는 응답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서면 항소 통지를 제출하여 해당 결정에 대해 교육구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고소인과 교육감이 달리 합의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 서면 통지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회가 시작되도록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이사회가 적절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증인과 증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항소 통지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결정 사본을 제공합니다. 민권법 

Title VI 에 따라, 민원인의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된 경우 이사회의 결정은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됩니다. 응답서에는 공교육감에게 항소할 수 있는 고소인의 권리에 대한 통지가 포함되며, 

항소를 어디서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쓰여 있습니다. 교육구는 항소 결정의 사본을 교육감실에 

보낼 것입니다.  
 
Level Three: 공공 교육 교육감 사무실에게 항의 
 

고소인이 이사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교육구가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은 교육감 

사무실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불만 제기자는, 공교육 교육감이 좋은 이유로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또는 그 이전에 교육감에게 민원을 접수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은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또는 직접 배달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불만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차별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hq43e4.html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hq43e4.html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hq43e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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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되는 특정 행위, 조건 또는 상황에 대한 설명 2) 고소인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3) 불만 사항이 

있는 학군의 이름 및 주소 4) 해당하는 경우 교육구의 불만 및 항소 결정 사본 5) 제시된 해결책 

또는 요청된 구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 특정 학생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경우, 민원에 

해당 학생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학생이 노숙을 하는 경우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불만 사항을 접수하면 교육감 사무실(OSPI, Of f ice of th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에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현장 검토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OSPI는 또한 초기 민원에 

포함되지 않은 불만 사항 및 추가적인 관련 문제를 조사하거나 교육감 또는 이사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OSPI는 학군이 RCW 28A.642.010 또는 Chapter 392-190, WAC를 준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고 민원인과 민원의 각 주장을 해결하는 서면 결정을 

학군에 발행합니다. 서면 결정에는 비준수를 시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시정 조치와 시정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교육구가 제공해야 하는 문서가 포함됩니다. 
 
OSPI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모든 시정 조치는 서면 결정서에서 OSPI가 정한 일정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적시에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OSPI는 준수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 

적절한 주 또는 연방 기관에 교육구를 회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교육구가 자발적으로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OSPI는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 지원 및 분쟁 해결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Level Four: 행정 청문회 
교육구나 불만 제기자가 교육감의 서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해당 사무실의 서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OSPI에 서면 항소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OSPI는 행정 절차법, 

Chapter 34.05, RCW에 따라 공식 행정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C. 중재 
WAC 392-190-065부터 392-190-075까지 명시된 차별 불만 절차 중 언제든지 교육구는 자체 비용으로 

중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교육구는 중재를 위해 차별 고소 절차 기한을 연장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중재의 목적은 불만 제기자와 교육구 모두에게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한 조정자를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재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재 과정 중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불만 제기자의 권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재를 수행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민원의 대상인 학생과 관련이 

있거나 중재 내용과 관련있는 교육구, 차터스쿨, 기타 공립/사립 교육 기관에 속한 직원이어서는 

안됩니다; 또는 2) 개인적 또는 직업적으로 이해 관계의 충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중재자는 중재자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42.01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34.05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34.05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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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학군, 차터 스쿨 또는 기타 공립 또는 사립 기관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고 해결을 명시하는 합의를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논의가 기밀로 유지될 것이며 적법한 청문회나 민원 

절차를 통한 후속 민원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고소인과 교육구를 구속할 권한이 있는 교육구 대표가 서명해야 합니다. 
 

D. 기록의 보관 
교육구와 주고받은 불만 사항 및 처리 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신의 사본이 포함된 파일은 교육구가 제정한 

시정 조치를 포함하여 6년 동안 준법감시인의 사무실에 보관됩니다.  
 
 

젠더 포용 학교 – 이사회 정책 3211 
 

이사회는 성 정체성, 성별 표현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학생들에게 학습과 성취를 위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사회는 공식 기록, 건강 및 교육의 비공개처리, 소통, 화장실 및 라커룸 사용 및 접근성, 스포츠 및 체육 교육, 

복장 규정, 다른 학교 활동 등에 관하여 트랜스젠더 및 다양한 젠더 학생을 포용하는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안전하고 시민을 존중하며 포용적인 학습 커뮤니티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교육구의 책임 구성 

요소이며 직원 및 자원 봉사자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과 함께 시행될 것입니다. 특정 교육 요구 사항은 함께 

제공되는 절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은 모든 공식 및 비공식 불만 사항의 사본을 수신하고 정책 실행을 

보장할 기본 연락처를 지정합니다. 준법 감시인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는 교육구 전체에 전달됩니다. 교육구 

규정 준수 담당관은 OSPI(교육감 사무실, Off 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에서 제공하는 최소 

1회의 필수 교육 기회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정책과 절차는 괴롭힘, 협박, 따돌림 및 차별에 관한 지역, 주 및 연방법을 학군이 준수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도우미 동물 - 이사회 정책 3212 
 
교육구는, 연방법 및 워싱턴 주의 차별 금지법에 따라, 장애가 있는 학생 또는 성인이 "도우미 동물"을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학교, 학교 버스를 포함한 학교 부지 및 학교 활동에서 도우미 

동물의 존재를 규정합니다.  
 

"도우미 동물"은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지적 또는 기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 작업을 

수행하도록 개별적으로 훈련된 개 또는 소형 말을 의미합니다. 도우미 동물이 수행하는 작업은 개인의 장애와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1.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1.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2.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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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작업의 예시 (아래 예시가 전부는 아닙니다) 

•   맹인 또는 시력이 약한 사람이 탐색 및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청각 장애인이나 난청인 사람에게 사람이나 소리의 존재 알리기 

•   비폭력 보호 또는 구조 작업 제공 

•   휠체어 끌기 

•   발작 중 돕기 

•   알레르기 유발 항원의 존재를 알리고 

•   약이나 전화와 같은 물품을 회수하고 

•   이동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균형감 및 안정감과 같은 신체적 기능 지원 

•   충동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예방하거나 중단하여 정신 장애 및 신경 장애를 가진 사람 돕기 
 
동물의 존재 자체만으로 얻는 정서적 지원, 웰빙, 위안 및 우정의 효과로 인한 범죄 억제 효과는 작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동물을 도우미 동물로 허위 진술하는 것은 민법 위반입니다. 학생이 도우미 동물을 학교에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보호자는 건물 교장에게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물 교장은 섹션 504 코디네이터 

또는 특수 교육 국장과 협의하여 절차에 따라 학교 부지 또는 활동 내에서 보조 동물의 사용을 허용 또는 

제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육감은 이 정책의 시행을 위한 절차를 채택해야 합니다. 
 

성희롱 /학생 – 이사회 정책-3214 
 
정책 선언문 
Mukilteo 교육구는 성희롱 없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학습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규율은 

수업, 교육, 과외 활동, 운동, 기타 학교 프로그램이나 활동 등에 관련된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며, 학교 시설, 

교통편, 교실, 다른 학교 등 어디에서 일어나건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교육구는 정규직 또는 대체 직원, 계약자, 학부모, 자원 봉사자, 공급업체, 기타 학생 또는 이사회 구성원이 

학생을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교육구는 교육 환경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동성 또는 이성 간의 성희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의 
성희롱은 성적 요소를 가진 달갑지않은 행위 또는 의사소통을 의미합니다. 성희롱은 성인과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거나 여러 명의 학생/성인에 의해 자행될 수 있으며, 혐의자가 교직원이나 학생 단체의 일원이 

아닌 경우에도 교육구에서 조사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교육구 활동에 관련된 다른 학생, 직원 또는 제3자가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4.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4.html


 
29  

학생을 성희롱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성희롱"이라는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행위 

• 개인의 교육 실적을 방해하고 위협적/적대적/공격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상대가 원치않는 성적 행위 

또는 성별을 겨냥한 행위나 소통을 하는 것 

•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 접근 

•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인 부탁  

• 교육적 혜택을 준다는 조건이 명시된 또는 암시된 성적인 요구  

• 순응하거나 거부하는 것에 따라 개인에게 학업 또는 학교 관련 결정이 영향을 미치는 성적인 요구 
 

성희롱이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는 학생의 능력을 방해하거나 제한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 

학생에게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행위가 심할수록 반복되는 일련의 사건을 보여줄 필요가 줄어듭니다. 

성희롱의 단일 또는 개별적 사건은 사건이 충분히 심각하거나 폭력적이라면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응답 
성희롱이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교육구가 알게 되면, 발생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즉시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이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지면 교육구는 

성희롱을 종식시키고 적대적인 환경을 제거하며 재발을 방지하고 그 영향을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성희롱을 주장하는 보고서, 민원 

및 항의서에 대해 권한 내에서 신속하고 공평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성희롱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이 교육구에 제기될 때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혐의는 법 집행 기관에 보고되고, 아동 학대 혐의는 법 집행 기관 또는 아동 보호 서비스에 

보고됩니다. 위법 행위가 법 집행 기관에 보고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직원은 발생한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즉시 조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범죄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범죄 조사는 성희롱을 조사하고 해결해야 하는 교육구의 독립적인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성희롱에 가담하는 학생, 교직원 또는 기타 교육구 활동에 관련된 제 3자는 적절한 징계 또는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학교 소유지 또는 학교 활동에서 성희롱에 가담하는 사람은 학교 소유지 및 활동에 대한 접근이 

적절하게 제한됩니다. 
 

보복 및 허위 고발 
교육구는 성희롱 혐의를 신고한 학생에 대한 공개적이거나 은밀한 보복을 금지합니다.   
 
보복에는 모든 형태의 협박, 앙갚음, 불리한 압력 등이 포함됩니다. 보복 행위는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의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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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및 경솔한 혐의란, 고소인이 괴롭힘을 중지하는 것 이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항의를 넣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선의로 고발했으나 증거부족으로 입증하지 못한 혐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작된 불만 

사항은 조사 후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교직원의 의무 
교육감은 성희롱에 대한 불만 또는 보고를 접수, 조사 및 해결하기 위한 공식 및 비공식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절차에는 이 정책에 따른 합리적이고 신속한 일정과 직원 책임이 포함됩니다.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성희롱에 대한 보고, 비공식 불만 또는 서면 불만을 받은 교직원은 교육구 Title IX 또는 

민권 준수 코디네이터에게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또한 불만 제기자를 정식 불만 처리 절차로 

안내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별 및 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보고는 교육구의 Title IX/민권 준수 코디네이터에게 회부됩니다. 장애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보고는 교육구의 504조 코디네이터에게 회부됩니다. 
 
직원, 계약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 학군/학교 직원은, 법을 위반하여 학생 또는 미성년자와 성적 비행을 저지른, 

또는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개인을 위해 학교를 대표하여 고용 추천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공지 및 교육 
교육감은 이 정책과 성희롱의 인식 및 예방에 관해 교육구 직원, 학생, 학부모 및 자원봉사자에게 연령에 

적합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절차를 개발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성희롱 인식 및 예방, 그리고 이 정책의 

요소는 교직원, 학생 및 정기 자원 봉사 오리엔테이션에 포함될 것입니다. 불만 처리 과정을 포함하는 이 

정책과 절차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자원 봉사자 및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각 교육구 건물에 게시됩니다.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정보는 각 학교 건물 전체에 명확하게 명시되고 눈에 띄게 게시되어 각 직원에게 제공되며 

각 학생, 직원, 자원 봉사자 및 학부모 핸드북에도 쓰여집니다. 그러한 통지는 학군의 Title IX 담당자를 

식별하고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내부 검토 
Title IX 담당관은 이 정책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이 정책의 활용 및 구현에 대한 연례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검토는 교육감 및/또는 교육감이 지명한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Title IX 담당관은 교육구 정책 

및/또는 절차의 변경 사항을 교육감에게 추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에 따라 교육감에게 이 정책에 대한 절차를 개발하고 실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성희롱/학생 – 절차 3214-P 
 
이 절차는 성희롱 혐의에 대한 신속/철저/공평한 조사를 위한 과정 및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며 

정책 3214의 요구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희롱이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판명되면 직원은 

괴롭힘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4-P.htm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4-P.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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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는 교육구 활동에 관련된 다른 학생, 직원 또는 제3자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포함)에 

적용됩니다. 학생들은 교육 환경에서 캠퍼스 밖 괴롭힘의 지속적인 영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구는 

캠퍼스에 적대적인 환경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캠퍼스 밖 행동의 영향을 고려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1972년 교육 수정안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Chapter 28A.640, RCW 및 
Chapter 392-190 WAC 에 따라 이러한 불만 사항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Title IX 코디네이터, 조사관, 결정권자 
 

교육구는 교육구의 주 및 연방 성차별 및 성희롱 규정 준수 노력을 조정하기 위해 한 명의 직원을 "Title IX 

Coordinator"로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합니다. Title IX 성희롱 혐의에 대한 최종 책임 결정에 도달한 의사 결정자는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됩니다. 결정권자는 Title IX 코디네이터 또는 Title IX 불만 사항의 조사관 역할을 하는 사람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는 한 명의 직원을 "Title IX 코디네이터"로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하여 주 및 연방 성차별 및 성희롱 규정을 

준수할 것입니다. Title IX 성희롱 혐의에 대한 최종 결정에 도달한 의사 결정자는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됩니다. 

결정권자는 Title IX 코디네이터 또는 Title IX 불만 사항의 조사관 역할을 하는 사람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Title IX 코디네이터의 이름, 직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는 교육구 웹사이트 및 교직원/학생/부모에게 

제공되는 핸드북/카탈로그/ 교육구의 차별금지 성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Title IX 코디네이터, 조사관 또는 의사 결정자로 지정된 사람과 비공식 해결 과정을 진행하는 사람은, 불만을 제기한 

사람과 이해 관계가 상충되거나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희롱을 구성할 수 있는 행위의 가해자로 보고된 

개인["피고소인"]은 다음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Title IX 및 주법에 따른 성희롱의 정의; 

•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범위 

•   조사 및 항의서 처리 절차 및 비공식 해결 절차를 수행하는 방법 

•   공정하게 봉사하는 방법 

•   WAC 392-190에 따른 책임 

•   성별, 인종, 신념, 종교, 피부색, 출신 국가, 명예 제대 군인 또는 군복무 상태, 성적 취향, 성 표현, 성 정체성, 

    감각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훈련된 안내견 또는 도우미 동물의 사용 여부에 따른 편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제거하는 방법  

 

교육구의 조사관은 관련 증거를 공정하게 요약하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관련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구 의사 결정자는, 교육구가 청문회를 제공하는 경우, 청문회에 필요한 테크놀로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질문과 

증거가 이슈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음 사항이 제공되지 않는 한, 불만 제기자의 성적 성향 또는 이전의 

성행위가 관련성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포함하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피고소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혐의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tix_dis.html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tix_dis.html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4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4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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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저질렀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러한 질문과 증거가 제공되거나 2)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증명하기 위해 

피고소인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이전 성적 행동의 특정 사건에 관한 질문 및 증거. 
 
Title IX 코디네이터, 조사관, 의사 결정자 및 비공식적 해결 프로세스의 진행자를 교육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성 고정 관념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공정하게 조사하고 판결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비공식 해결 및 결과에 대한 

기록을 7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Title IX 코디네이터, 조사관, 의사 결정자 및 비공식적 해결 과정의 진행자를 

교육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자료와 해당 자료를 교육구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희롱 정책 및 절차 공지 

• 교육구의 성희롱 정책 및 불만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는 쉽게 이해되는 형태로 각 학교 건물 전체에 눈에 띄게 

게시되며 각 학생, 교직원, 자원 봉사자 및 학부모 핸드북에 포함될 것입니다. 

• 이 절차와 이사회 정책 3214를 게시하고 포함하는 것 외에도, 교육구는 이 절차에 따른 불만 사항이 9401 

Sharon Drive, Everett, WA 98204에 접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매년 통지할 것입니다. 

 

성희롱 통지에 대한 대응 
 

교육구는 직원이 성희롱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면서 알아야 할 경우 통지를 받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직원에 대한 비공식 및 공식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성희롱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직원은 항상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알립니다. 또한, 성폭행 혐의가 있는 경우 학교 

교장은 즉시 법 집행 기관에 알리고 대상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보호자에게 형사 고소와 성희롱 고소를 동시에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알립니다.  
 

학군이 성희롱 가능성에 대해 통지를 받으면 Title IX 코디네이터는 즉시 불만 제기자에게 연락하여 다음을 

논의합니다: 가능한 지원, 지원에 대한 불만 제기자의 희망 사항, 공식적인 고발장을 냈든 아니든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공식 고발장을 내는 절차. 일반 직원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밖이거나 심각한 위법 행위로 주장될 

경우, 성희롱 불만을 접수한 직원은 적절한 감독자나 전문 직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공식 불만 제기 전이나 후, 또는 제기되지 않은 경우, 불만 제기자에게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에게 

지원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 조치는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고소인이나 피고인에게 수수료나 

비용 없이 제공되는 비훈육적, 비징벌적 개별 서비스입니다. 지원 조치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교육구의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접근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지원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고소인이 혐의자에게, 혐의자의 행동이 불쾌하고 모욕적이며 부적절하다고 서면 또는 대면으로 설명할 기회. 

• 직원이 성희롱 혐의자에게, 혐의자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으며 입증되거나 반복될 경우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술. 

• 고소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교육구 성희롱 정책을 검토하는 해당 빌딩의 관리자의 일반 공개 성명서 

• 안전 계획 개발 

• 작업 또는 수업 일정 수정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4.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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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간의 접촉에 대한 상호 제한 

• 캠퍼스 또는 학교 건물의 특정 영역에 대한 보안 및 모니터링 강화 

• 직원 및/또는 학생 교육 제공 
 
성희롱 통지에 대한 응답으로 교육구는 성희롱을 종식시키고 적대적인 환경을 제거할 것이며, 재발을 방지하고 

영향을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효과적으로 조사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불만 제기자 및 그들의 부모/보호자에게 차후에 생긴 문제를 보고하는 방법을 알릴 것입니다. 또한 교육구는 

새로운 사건이나 보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이거나 새로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후속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후속 문의는 교육구와 고소인이 합의한 일정을 따릅니다.  
 

민원인은 지원 조치를 받는 동안 언제든지 정식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자, 부모나 보호자, 또는 Title IX 

코디네이터는, 불만 사항을 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느끼거나 성희롱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에 대해 

징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면 공식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교육구는 지원을 제공하는 교육구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에게 제공된 

모든 지원 조치를 기밀로 유지할 것입니다. 

• 고소인이 자신의 이름을 가해 혐의자에게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하거나 교육구에게 혐의자를 조사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은 평가를 위해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전달됩니다. 

• Title IX 코디네이터는, 고소인의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혐의자에 대한 징계 조치나 사건에 대응하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고소인이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혐의자에게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하거나, 교육구에게 혐의자를 조사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경우, 교육구는 고소인을 포함하여 교육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 교직원 및 기타 제 

3자의 안전하고 차별 없는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자신의 이름의 비공개화를 요청하면 성희롱 혐의에 온전히 대응할 교육구의 능력이 제한될 수 

있지만 교육구는 성희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다른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보복 
Title IX는 법률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불만 조사에 참여하는 개인에 대한 보복을 금지합니다. 성희롱에 

대한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불만이 제기되면 교육구는 더 이상의 괴롭힘을 중지하고 불만제기자,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모든 보복 혐의를 조사하고 보복을 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항의 절차 
 
Level One – 교육구에 항의하기 
비공식적인 불만 처리 중이더라도 누구나 성희롱에 대한 공식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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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제출 

• 모든 공식 민원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특정 행위, 조건 또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Title IX 코디네이터는 불만 제기자가 검토 및 승인할 수 있도록 불만 제기자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고발장 초안을 작성합니다. Title IX 코디네이터는 또한 불만 제기자의 관심에 관계없이 교육구가 

소유한 정보를 기반으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민원 제기 기간은 민원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러나 불만 제기자가 다음으로 인해 제출이 

금지된 경우 민원 마감일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불만의 근거가 되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교육구의 

허위 진술; 또는 2) WAC 392-190-065또는 WAC 392-190-005에 따라 교육구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보류. 

• 불만 사항은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직접 전달을 통해 학군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불만 사항을 접수한 교육구 직원은 즉시 코디네이터에게 알릴 것입니다. 
 
추가 Title IX 불만 절차를 통합할지 여부 결정 
Title IX 코디네이터는 성희롱에 대한 공식적인 불만이 Title IX 불만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구는 주법에 따른 조사 및 대응 절차와 더불어 Title IX 규정에서 요구하는 다음 추가 절차를 시행할 것입니다. 

Title IX 에서 "성희롱"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원치 않는 성적 행위에 개인의 참여에 대한 지원, 혜택 또는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교육구 직원 

•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즉 합리적인 사람이 너무 가혹하고 만연하며 객관적으로 공격적이라고 

판단하여 한 사람이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거부한다고 판단한 원치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는 

• 20 U.S.C. 1092(f )(6)(A)(v), 34 U.S.C. 12291(a)(10), 34 U.S.C. 12291(a)(8) 또는 34 U.S.C. 12291(a)(30).  
 

학군은 주장된 행위가 Title IX 규정에 정의된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성희롱 불만에 대한 응답으로 Title IX 절차를 

추가로 시행해야 하며, 또한: 

• 서면 고소장은 성희롱 혐의 고소인, 고소인의 법적 보호자 또는 Title IX 코디네이터가 제출합니다. 

• 불만 사항은 교육구가 Title IX 규정에 정의된 성희롱 혐의를 조사하도록 요청합니다. 

• 고소는 괴롭힘이 의심되는 시점에 교육구의 통제 하에 있던 지명된 피고소인(예: 학생, 직원 또는 자원 

봉사자)에 대한 것입니다. 

• 성희롱 혐의가 있는 행위가 미국에서 발생했어야 합니다. 

• 고소인은 당시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를 시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식 항의가 Title IX 불만 사항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면, 교육구는 추가 Title IX 요건과 함께 표준 항의 과정을 

구현하는 조사를 수행합니다. 

정식 항의의 내용이 Title IX 불만 사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학군은 추가 Title IX 절차 없이 조사를 수행하고 

표준 항의 과정을 사용합니다.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1-title20/html/USCODE-2011-title20.htm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1-title20/html/USCODE-2011-title20.htm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7-title34/html/USCODE-2017-title34.htm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7-title34/html/USCODE-2017-title34.htm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7-title34/html/USCODE-2017-title34.htm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7-title34/html/USCODE-2017-title34.htm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7-title34/html/USCODE-2017-title3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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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항의 과정 

불만 승인- 표준 항의 절차 
• 불만 사항을 접수하면 코디네이터는 불만 사항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 절차의 사본을 불만 제기자에게 

제공합니다.  

공식 고발 조사 - 표준 항의 절차 
• 조사는 신속하고 철저하며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게 수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혐의자를 

식별하면, 고소인과 피고인은 관련 증거를 제시할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고소인, 피고인 및 증인은 

교육구가 주도하는 조사 과정 중에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와 불만 제기자는 조사 

대신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데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관은 불만 사항과 조사 결과에 대한 완전한 서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중재 – 표준 항의 절차 
WAC 392-190-065 ~ 392-190-075에 명시된 불만 절차 도중 언제든지 교육구는 자체 비용으로 중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자와 교육구는 중재를 위해 불만 처리 기한을 연장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목적은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한 조정자를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재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재 과정 중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불만 제기자의 권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공정한 조정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1) 중재 중인 혐의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구, 공립 차터 스쿨, 기타 공/사립 기관의 직원이 아니어야 함.  

2)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 관계의 상충이 없어야 합니다. 중재자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학군, 차터 

스쿨 또는 기타 공립/사립 기관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중재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그들은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의 내용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해결 명시,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논의의 기밀 유지, 청문회나 민사 소송 등 후에 제기할 고발장에서 이것을 증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 등. 합의서에 서명할 사람은 고소인, 교육구를 구속할 권한이 있는 교육구 대표입니다. 
 
공식 불만 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 표준 항의 절차 
•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불만 제기자가 달리 동의하거나 불만 사항과 관련된 예외적인 상황이 시간 제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불만 사항 접수 후 30일 이내에 불만 제기자 및 응답자에게 서면으로 

응답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교육구는 연장 사유와 예상 응답 날짜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교육구가 불만 제기자에게 응답할 때 교육구는 응답 사본을 교육감 사무실로 보내야 합니다. 
 

•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의 응답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조사 결과 요약 2) 증거의 우세함이 고소인이 

성희롱을 당했음을 입증하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 3) 성희롱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면,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 및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시정하기 위해 교육구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보장 및 교육구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시정 조치 4) 교육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는 고소인의 권리 및 필요한 제출 정보에 대한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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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및 5) 교육구가 취할 모든 시정 조치, 고소인에 대한 구제책(예: 상담, 옹호 및 학업 지원), 가해자에 대한 

잠재적 제재 알리기(예: 징계).  
 

• The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의 응답은 고소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며 1964년 민권법 제 6편에 

따라 영어가 부족한 고소인을 위해 언어를 지원합니다. 고소인이 혐의자에 의한 차별적 괴롭힘을 주장하면 

코디네이터는 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와 교육구가 부과한 징계 또는 시정 조치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통지를 혐의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정 조치는 교육감이 서면 답변을 우편으로 보낸 후 30일 이내에 최대한 빨리 

시행되지만, 만약 피고인이 징계 부과에 대해 항소하거나 교육구가 항소 절차 도중 징계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령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직원은 적절한 단체 교섭 절차나 차별 금지 정책을 통해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교육구는 불만 제기자 및 그들의 부모/보호자에게 차후 문제를 보고하는 방법을 알릴 것입니다. 또한, 

교육구는 새로운 사건이나 보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이거나 새로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후속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후속 문의는 교육구와 고소인이 합의한 일정을 

따릅니다.  
 
Level Two 에서  "표준 항의 절차" 재개 – 이사회에 항소 

 
 
추가 Title IX 요구 사항이 있는 표준 불만 처리 프로세스  

 

다음은 주법 및 Title IX 에 따라 성희롱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구가 취하는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정식 Title IX 불만 승인  
Title IX 코디네이터는 모든 공식, 서면 불만 사항을 접수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성희롱 정보에 

대해서도 조사합니다. 불만 당사자들과 코디네이터 간에 이해 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코디네이터는 

자신의 권한을 다른 이에게 위임할 것입니다. 불만이 접수되면 코디네이터는 양 당사자에게 지원 조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혐의자와 고소인에게 다음과 같은 서면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공식적인 고소장 접수를 인정할 것입니다: 
 

•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학교의 차별 고발 절차의 사본. 
 

• 당사자가 초기 인터뷰 전에 응답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과 세부 사항 및 성희롱 혐의에 대한 통지. 세부 

사항에는 알려진 만큼의 사건 내용 및 관련된 당사자의 신원, 성희롱을 구성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 

사건이 발생한 날짜 및 장소가 포함됩니다. 
 

• 당사자들은 조언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조언자는 변호사여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조언자는 성희롱 

혐의에 대한 증거를 조사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hq43e4.html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hq43e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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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 절차가 완전히 끝나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피고인은 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거짓 진술이나 거짓 정보 제출을 금지하는 학생 행동 정책 및 절차의 조항에 대한 통지. 
 
Title IX 공식 불만 사항 조사  
 

교육구는 공식 민원에 포함된 주장을 조사해야 합니다. 주장된 행위가 입증되더라도 Title IX 규정에 따른 

성희롱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발생하지 않았거나 미국 내 개인에 대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교육구는 Title IX 규정에 따른 공식 항의를 기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각은 이사회 정책의 

다른 조항 또는 주법에서 요구하는 성희롱 조사 절차에 따른 조치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 항의 절차' 참조). 

교육구는 항의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할 표준 또는 증거로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채택합니다. 
 
Title IX 불만 사항에 대한 교육구의 조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불만 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 교육구가 성희롱 혐의에 대한 책임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증거 수집과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교육구는 의사,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및 기타 공인된 전문가나 준전문가가 당사자를 치료하기 위해 작성하고 

보관한 당사자의 기록에 접근하거나 기록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자발적인 서면 동의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당사자들이 증인을 제시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사실 확인, 전문가 증인, 유죄를 확실시하거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포함합니다. 
 

• 조사 중인 혐의를 논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 및 제시하는 당사자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모든 항의서 처리 절차에서 다른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당사자에게 제공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고문 (변호사 또는 비변호사)의 관련 회의 또는 절차에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합니다. 교육구는 

고문이 양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제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 모든 청문회, 인터뷰 또는 기타 회의의 날짜, 시간, 장소, 참가자 및 목적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전하되, 

당사자들이 참석을 준비하기에 충분하도록 시간을 줍니다. 
 

• 조사 보고서를 완료하기 전에, 공식 불만 사항에서 제기된 주장과 직접 조사로 얻은 증거를 당사자가 

조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각 당사자가 증거에 의미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구가 성희롱 혐의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는 데 증거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포함됩니다. 당사자는 조사 보고서가 완료되기 전에 조사관이 고려할 수 있도록 최소 10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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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여부를 결정하기 최소 10일 전에 관련 증거를 공정하게 요약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 보고서를 

전자 또는 종이 형식으로 각 당사자 및 각 당사자의 고문에게 보내 검토 및 서면 응답을 받습니다.  
 

• 조사 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한 후, 책임에 관한 최종 결정에는 도달하기 전에, 의사 결정자는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 또는 증인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할 기회, 서로 답변할 기회, 차후 추가 

질문을 할 기회를 각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공되지 않는 한, 고소인의 성적 성향 또는 이전의 성행위에 대한 질문 및 

증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의사 결정자는 질문을 관련 없는 것으로 제외하는 결정에 대해 질문한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교육구의 Title IX 조사 및 항의서 처리 과정은 조사 청문회를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Title IX 에 따른 성희롱 혐의에 대한 징계 및 긴급 퇴학  
 
Title IX 에 따라 성희롱으로 기소된 응답자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고발된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육구는 항의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성희롱에 대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결론나기 전까지는 

피고인에 대해 징계 제재 또는 지원이 아닌 기타 조치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추가 Title IX 성희롱 절차는, 교육구가 이사회 정책 및 절차 3241 - 교실 관리, 징계 및 시정 조치, 등 - 에 

따라 학생을 퇴학시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Title IX 비공식 해결 절차  
 

정식 Title IX 불만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에 교육구는 불만 제기자로 하여금 정식 항의서 절차를 건너뛰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완전한 조사나 판결을 포함하지 않는 비공식 해결 프로세스를 위해서이며,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서면 동의서가 주어진다면 가능합니다. 교육구는 교육구의 직원이 혐의자인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비공식적 해결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교육구는 비공식적 해결 프로세스를 위해 합리적으로 신속한 시간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교육구는, 비공식 해결 

절차에서 요구하는 대로, 당사자들이 동일한 주장에 대해 공식 해결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을 담은 서면 

통지를 당사자에게 제공합니다. 

 

당사자는 비공식 해결 프로세스를 철회할 권리가 있고, 해결에 동의하기 전에 언제든지 공식적인 Title IX 항의서 

절차를 재개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구는 등록, 고용 또는 기타 권리 향유의 조건을 걸고 Title IX 에서 명시한 

성희롱에 대한 공식 불만 조사 및 판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 당사자들에게 비공식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는 공식 불만 사항이 제출되지 않는 한 정보 해결 절차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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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Title IX 불만 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응답 

 

조사가 끝나면 의사 결정자(교육감 또는 피지명인)는 고소인이 달리 동의하거나 불만 사항과 관련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시간 제한을 연장해야 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교육구는 연장 사유와 예상 응답 날짜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교육감의 서면 결정은 당사자에게 동시에 발행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Title IX 규정에 따라 잠재적으로 성희롱을 구성할 수 있는 혐의 식별. 

• 당사자에 대한 통지, 당사자 및 증인과의 인터뷰, 현장 방문, 기타 증거 수집에 사용된 방법 및 개최된 

청문회를 포함하여 교육구가 공식 불만 사항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취한 절차적 단계에 

대한 설명. 

• 결정을 뒷받침하는 결과. 

• 조사 결과 요약. 

• 교육구의 행동 강령 정책을 사실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결론. 

• 증거가 고소인이 성희롱을 당했음을 입증하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 

• 책임에 관한 결정, 피고인에게 부과된 징계와 제재, 교육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복구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구제책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각 주장에 대한 결과에 

대한 진술 및 근거 신고자에게 제공됨. 

• 성희롱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면, 재발을 방지하고 신고자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을 시정하기 위해 

교육구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보장, 교육구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시정 조치. 

• 교육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 및 필요한 제출 정보에 대한 통지.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의 응답은 고소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며 1964년 민권법의 Title VI에 따라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고소인을 위해 언어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당사자에게 응답할 때 사본을 교육감 사무실에 보내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정 조치는 

교육감이 서면 답변을 우편으로 보낸 후 30일 이내에 최대한 빨리 시행되지만, 만약 피고인이 징계 부과에 대해 

항소하거나 교육구가 항소 절차 도중 징계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령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직원은 적절한 

단체 교섭 절차나 차별 금지 정책을 통해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에 대한 2단계 항소에서 "추가 Title IX 요구 사항이 있는 주(state) 고발 절차"를 계속하십시오. 
 

Level Two – 이사회에 항소 
 
항소 및 청문회 통지 

• 불만 제기자 또는 응답자가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의 서면 결정을 받은 후, 결정에 반대하는 당사자는 응답을 

받은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서면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여 해당 결정에 대해 

교육구 이사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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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구는 고소장에 나오는 양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항소 절차를 시행하고 항소가 제출될 때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합니다. 

• 항소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피고인의 책임/해고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의사결정자/조사관/Title IX 

코디네이터와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 교육구는 항소에 대한 의사 결정자가 절차에서 요구하는 대로 의사 결정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 위원회는 고소인과 교육감이 달리 합의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 항소 통지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청문회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 양 당사자에게는 초기 결정의 결과를 지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서면 진술을 제출할 합리적이고 동등한 

기회가 허용됩니다. 
 

이사회의 결정 
• 고소인이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항소 통지 제출 후 30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결정 사본을 제공합니다. 

• 서면 결정은 항소 결과와 결과에 대한 근거를 설명합니다. 

• 결정에는 공교육감에게 항소할 수 있는 고소인의 권리에 대한 통지가 포함되며 항소를 제출해야 하는 장소와 

대상을 확인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항소 결정의 사본을 교육감실에 보낼 것입니다. 

• 결정은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며, 이는 민권법 제 6편인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에  

따라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된 민원인에게 언어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evel Three - 공공 교육 교육감 사무실에게 항의 
 
불만 제기 

•  고소인이 이사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교육구가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은 

교육감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불만 사항은 불만 제기자가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역일로 20일 이전에 
공시 교육감이 접수해야 합니다. 명분. 불만 사항은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또는 직접 배달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불만 사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해당 성희롱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특정 행위, 조건 또는 상황에 대한 설명 

2) 고소인의 이름과 연락처(주소 포함)  
3) 불만 사항이 있는 학군의 이름 및 주소  
4) 해당하는 경우 교육구의 불만 및 항소 결정 사본 

5) 요청된 불만 또는 구제의 제안된 해결. 특정 학생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경우 불만 사항에는 해당 
학생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의 경우 연락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hq43e4.html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hq43e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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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정 및 시정 조치 

• 불만 사항을 접수하면 교육감실은 독립적인 현장 검토 수행을 포함하여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OSPI는 

또한 초기 불만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불만 사항과 관련된 추가 문제를 조사하거나 교육감 또는 이사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조사 후 OSPI는 학군이 RCW 28A.642.010또는 Chapter 392-190, WAC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고 불만 제기자 및 학군에 서면 결정을 발행하여 각 주장에 대해 설명합니다. 불만 사항 

및 식별된 기타 비준수 문제. 서면 결정에는 비준수를 시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시정 조치와 시정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교육구가 제공해야 하는 문서가 포함됩니다. 

• OSPI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모든 시정 조치는 서면 결정에서 OSPI가 정한 일정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적시에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OSPI는 준수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 적절한 주 또는 연방 

기관에 교육구를 회부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Level Four - 행정 청문회, 주정부 요구사항 
교육감 사무실의 서면 결정에 항소하기를 원하는 불만 제기자 또는 교육구는 해당 사무실의 서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역일로 삼십(30)일 이내에 OSPI에 서면 항소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OSPI는 행정 절차법, Chapter 

34.05, RCW 장에 따라 공식 행정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기타 불만 사항 옵션 
 
미국 교육부 시민권 사무국(OCR) 

OCR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장애 및 연령에 근거한 공립학교의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연방 민권법을 

시행합니다. 차별이 의심되는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OCR에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206-607-1600 ǀ TDD: 1-800-877-8339 ǀ OCR.Seattle@ed.gov ǀ www.ed.gov/ocr 
워싱턴주 인권이사회(WSHRC) 
 
WSHRC는 고용 및 학교를 포함한 공공 시설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 금지법(RCW 49.60)을 시행합니다. 차별이 

의심되는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WSHRC에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1-800-233-3247 ǀ TTY: 1-800-300-7525 ǀ www.hum.wa.gov 
 

조사 기록 보관 

 

교육구는 기록 보존 정책과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성희롱 조사 기록을 유지합니다. 

 

교육구는 책임에 관한 결정과 오디오 또는 시청각 녹음 또는 녹취록을 포함하여 각 Title IX 성희롱 조사의 기록을 7년 

동안 유지합니다. 피고인에게 부과된 징계 제재 및 고소인에게 제공된 구제책; 책임에 관한 결정의 결과에 대한 항소. 

교육구는 7년 동안 Title IX 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식 불만 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취한 지원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의 기록을 유지합니다.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42.01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42.01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34.05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34.05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34.05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49.6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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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 및 오리엔테이션 

모든 교육구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교직원, 학생 및 일반 자원 봉사자를 위해 절차와 정책을 소개합니다. 직원은 

성희롱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받을 것입니다. 직원은 성희롱 통지 시 자신의 책임, 공식적인 불만 

처리 절차, 정책 및 절차에 따른 역할 및 책임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을 것입니다. 
 
교직원에게는 아동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을 보고할 법적 책임이 있으며, 성희롱 혐의와 관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도록 고지됩니다. 정규 자원 봉사자는 자신의 권리 및 책임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연령에 따라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성희롱의 인식 및 예방과 교육구 정책/규칙에 

따른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받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학부모의 동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 인식 및 예방에 대한 정보의 일환으로 자원 봉사자, 학생 및 학부모는 성희롱에 다음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특혜나 가치 있는 것을 대가로 성적 호의를 요구하는 행위. 

•  성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무언가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  성적 접근을 거부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행위, 또는 성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 

•  모욕적이거나 부적절한 성적 암시를 주는 말이나 몸짓 또는 농담; 또는 사람의 외모, 성별 또는 행동에 대한 

   성적인 표현; 

•  사람을 비하하는 성적 용어의 사용; 

•  너무 가까이 서거나, 몸을 부적절하게 만지거나, 코너로 몰거나, 스토킹하는 행위; 또는 

•  학교 부지 및 기물에 모욕적이거나 부적절한 성적 삽화를 전시하는 행위. 
 

이사회 정책 및 과정 검토 
교육구는 해마다 정책과 절차의 사용 및 효율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검토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규정 

준수 담당자가 주도합니다. 교육감이 이사회에 정책 변경을 제안하면 검토를 거쳐 절차 변경을 채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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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협박, 따돌림 – 이사회 정책 3216 
 

A. 정책 선언문 
Mukilteo 교육구는 모든 학생을 위하여 괴롭힘, 협박, 따돌림 없는 안전하고 시민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B. 정의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것을 포함하여, 28A.640.010 및 28A.642.010 에 

명시된 특징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작성된 언어적/신체적 메시지 또는 이미지이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o 학생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학생의 재산을 손상시키는 행위. 

o 학생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 

o 너무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거나 만연하여 위협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o 학교의 질서정연한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영향을 받는 학생이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의 근거가 되는 특성을 실제로 소유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타 구별되는 특성"에는 신체적 외모, 의복, 사회경제적 지위 및 체중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의도적 행위"는 행위의 궁극적인 영향보다는 행위에 참여하기로 한 개인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C. 행동/표현 
이 정책은 "괴롭힘", "위협" 및 "왕따"가 별개의 행동이지만 관련된 행동임을 인식합니다. 각각은 적절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수반되는 절차는 세 가지 동작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이러한 행동에 

대한 법적 정의의 일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은 비방, 소문, 농담, 풍자, 비하 발언, 그림, 만화, 장난, 몸짓, 신체적 공격, 위협 

또는 기타 서면, 구두, 물리적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메시지와 이미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의 게시물 

등을 포함하며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종교적, 철학적 또는 정치적 견해의 표현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표현'은 

교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수준에 이르지 않는 많은 

행동은 여전히 다른 교육구 정책이나 건물, 수업 또는 프로그램 규칙에 의해 금지될 수 있습니다. 
 

D. 트레이닝 
이 정책은 안전하고 시민적이며 존중하고 포용하는 학습 커뮤니티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교육구의 

의무의 요소이며, 가족 및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학생 교육 뿐 아니라 직원/자원봉사자의 포괄적인 교육과 

함께 구현되어야 합니다. 특정 교육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절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6.htm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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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예방 
학군은 학생들에게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하고 가능한 경우 가족,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지역 사회 기관의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F. 개입 
중재란, 피해 학생 및 관련된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고 가해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며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회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교육구는 개입 전략을 결정할 때 사건의 빈도, 학생의 발달 연령 및 행동의 심각성을 고려할 것입니다. 

중재는 상담, 행동 및 징계 교정, 법 집행 기관 의뢰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G. 개별 교육 플랜 (IEP) 또는 Section 504 플랜을 받는 학생 
개별 교육 플랜(IEP) 또는 섹션 504 플랜을 받던 학생이 괴롭힘/위협/따돌림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해당 플랜의 담당 부서는 그 학생이 계속 무료 공교육(FAPE)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괴롭힘/위협/따돌림이 학생의 장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회의가 진행됩니다. 

회의에서 담당 부서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행동 문제, 출석 및 과외 활동 참여와 같은 문제를 평가합니다. 

괴롭힘/위협/따돌림 사건의 결과로 학생이 FAPE를 받지 못한다고 결정되면 학군은 학생이 FAPE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H. 보복 / 거짓 주장 
보복은 금지되며 적절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괴롭힘, 협박, 따돌림을 보고했거나 조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해를 입히는 것은 이 정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괴롭힘, 협박 및 따돌림에 

대한 거짓 주장을 고의로 보고하는 것도 교육구 정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의도로 보고한 

학생이나 직원은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허위 주장을 보고하거나 확증한 사람은 적절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I. 규정 준수 담당자 
교육감은 모든 공식 및 비공식 불만 사항의 사본을 수신하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책임자를 주요 교육구 

연락처로 임명합니다. 규정 준수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는 교육구 전체에 전달됩니다. 교육구 규정 

준수 사무소는 교육감(OSPI)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필수 교육 기회에 참여할 것입니다. 
 

괴롭힘, 위협 & 따돌림 – 절차 3216-P 
 

A. 소개 
Mukilteo 학군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학교 환경을 유지하여 학생에게 최적의 학습 조건을 제공하고 누구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중을 보장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구는 학교 커뮤니티나 학교 후원 행사에서 남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6-P.htm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6-P.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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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리거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정책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커뮤니티란 모든 학생, 

교직원, 교육 이사회 구성원, 계약자, 무급 자원 봉사자, 가족, 후원자 및 기타 방문자가 포함됩니다. 학생(들)은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취향, 성 표현, 성 정체성, 정신적/신체적 장애 또는 기타 구별되는 

특성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괴롭힘, 위협, 따돌림 현장을 보았거나 엿들은 교직원과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고발된 교직원은 괴롭힘, 위협, 

따돌림을 중지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B. 정의 
공격자란 괴롭힘, 협박, 따돌림에 가담하는 학교의 학생, 교직원 또는 학교 커뮤니티의 다른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괴롭힘, 위협, 따돌림 은 의도적인 전자, 서면, 구두, 신체적 행위이며 다음이 해당됩니다:  

1.  학생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학생의 재산을 손상시키는 행위 

2.  학생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3.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거나 만연하여 위협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거나 

4.  학교의 질서정연한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학생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대상 

    학생의 성적, 출석, 태도, 동료와의 상호 작용, 활동 참여 및 기타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행동은; 비방, 소문, 농담, 풍자, 비하 발언, 그림, 만화, 

장난, 배척, 신체적 공격, 신체적 위협, 몸동작, 개인이나 그룹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전자, 서면, 구두 또는 

물리적으로 전송된 메시지나 이미지 등이 포함되며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실제로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의 근거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보복은 개인이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을 고발했거나 조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협박, 위협, 강압 또는 

차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직원 에는 교육자, 관리자, 카운슬러, 학교 간호사, 식당 직원, 관리인, 버스 운전사, 운동 코치, 과외 활동 

고문, 무자격증 직원, 대체 및 임시 교사, 자원 봉사자 또는 보조 전문가(직원 및 계약자) 등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 이란,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생각되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C. 행동/표현 
"괴롭힘", "협박" 및 "따돌림"은 별개이지만 관련된 행동입니다. 각각은 적절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세 가지 행동을 구별하지만 이러한 구별은 이러한 행동에 대한 법적 정의의 일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괴롭힘은 모든 사람의 신체적 안녕에 해를 끼치는 모든 악의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차별적 

괴롭힘, 악의적인 괴롭힘 또는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신체적 폭력에 대한 암시적 또는 명시적 

위협을 의미합니다. 왕따 괴롭힘(불링)이란, 한명 또는 여러 명의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권력의 불균형에서 야기되며 상습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왕따 괴롭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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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청소년에게 신체적, 학업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괴롭힘은 테크놀로지 기술을 통해서도 발생하며 

이를 일렉트로닉 불링 또는 사이버 불링이라고 합니다. 
 

D.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절차는 RCW 28A.600.477 괴롭힘, 협박 및 따돌림 금지에만 적용됩니다. 성희롱이나 차별과 같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법률과 절차가 있습니다. 
 
괴롭힘이나 차별에 대해 최소한 4가지 워싱턴주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RCW 28A.300.285 – 괴롭힘, 협박 및 따돌림 

2. RCW 28A.640.020 – 성 평등 

3. RCW 28A.642 – 공립학교에서의 차별 금지 

4. RCW 49.60.010 – 차별 금지법 
 
교육구는 괴롭힘, 협박, 따돌림에 관한 모든 주법을 준수할 것입니다. 이 절차의 어떤 내용도 학생, 

학부모/보호자, 학교, 교육구가 지역/주/연방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계층에 대한 괴롭힘/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E. 예방 
1. 전파 

교육구는 각 학교와 교육구 웹사이트에 괴롭힘, 위협, 따돌림의 고발에 관한 정보를 눈에 띄게 게시할 

것입니다. 학교 행정관에게 보고하기 위한 이름 및 연락처 정보 그리고 교육구 규정 준수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교육구의 정책 및 절차는 각 학교에서 가족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됩니다. 

 

교육감은 해마다 정책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학생, 교직원, 자원 봉사자 및 학부모 핸드북에 제시하고 

학교나 교육구 사무실 및 복도, 그리고 교육구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입니다. 
 
정책 및 절차의 추가 배포는 392-405 WAC.의 요구 사항을 따릅니다. 

 
 

2. 교육 
해마다 오리엔테이션 등의 적절한 행사에서 학생들은 괴롭힘, 위협, 따돌림의 인식과 예방을 위해 

연령에 맞는 정보를 받을 것입니다. 정보에는 사고 보고 양식의 사본 또는 웹 기반 프로세스에 대한 

링크가 포함됩니다. 
 

3. 트레이닝 
교육구 준법 감시인은 OSPI에서 제공하는 최소한 하나의 필수 교육 기회에 참여할 것입니다. 

교직원은 교직원의 역할과 책임, 공공 구역을 모니터링하는 방법, 사건 보고 양식 사용, 교육구의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연례 교육을 받게 됩니다.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00.477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00.477
https://apps.leg.wa.gov/rcw/dispo.aspx?cite=28A.300.285
https://apps.leg.wa.gov/rcw/dispo.aspx?cite=28A.300.285
https://apps.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40.020
https://apps.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40.020
https://apps.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42
https://apps.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42
https://apps.leg.wa.gov/rcw/default.aspx?cite=49.60.010
https://apps.leg.wa.gov/rcw/default.aspx?cite=49.60.01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405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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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방 전략 
학군은 개인, 학급, 학교 및 학군 차원의 접근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예방 전략을 시행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교육구는 사회적 역량을 높이고 학교 분위기를 개선하며 학교 내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을 

근절하기 위해 고안된 증거 기반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입니다. 
 

F. 준법 감시인 
교육구의 준법 감시인은: 

1. 괴롭힘, 협박, 따돌림에 대한 교육구의 주요 연락처 역할을 합니다. 괴롭힘, 협박, 따돌림에 대한 서면 

보고서의 내용이 이사회 정책 3216의 잠재적 위반을 나타내는 경우, 보고서를 받은 교육구 직원은 

즉시 교육구 준법 감시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교장 또는 피지명인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3. 모든 사건 보고 양식, 징계 의뢰 양식 및 부모님께 전달된 조사 결과 통지 등의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4. 교육구의 지정된 시민권 준수 코디네이터와 소통하십시오. 괴롭힘, 협박, 따돌림에 대한 서면 보고서가 

교육구의 차별 금지 이사회 정책 3210의 잠재적 위반을 나타내거나, 조사 과정에서 이 정책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준법 감시인은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시 교육구의 민권 준수 

코디네이터에게 알립니다. 그 때 준법 감시인은 불만 제기자에게 이 정책/절차 및 차별 금지 

정책/절차에 따라 고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비차별 절차에 대한 조사 및 대응 

일정은, 서면 보고서나 조사가 교육구의 비차별 정책에 대한 잠재적 위반과 관련이 있음을 교육구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때 시작됩니다. 

5. 학생 정보 시스템의 사용에 익숙해지십시오. 준법 감시인은 이 정보를 사용하여 행동의 패턴 및 우려 

영역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6. 조사가 신속하고 공정하며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조사 과정을 감독하여 정책 및 

절차의 이행을 보장합니다. 

7. 교육구 전체에 걸쳐 성공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의 훈련 필요를 평가하고 직원이 

연례 가을 훈련을 받도록 합니다. 

8. OSPI 학교 안전 센터에 매년 정책 또는 절차 업데이트 또는 변경 사항에 대한 알림을 제공합니다. 

9.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 학생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을 

경험하는 경우, 준법 감시관은 교육구 직원과 아동의 부모/보호자 간의 회의를 촉진하여 다음을 위한 

안전 계획을 개발할 것입니다. 학생을 보호합니다. 샘플 학생 안전 계획은 OSPI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12.wa.us/student-success/health-safety/school-safety-center 
 

G. 직원의 개입 
모든 직원은 괴롭힘, 협박, 따돌림을 목격하거나 보고를 받을 때 개입합니다. 직원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이거나, 괴롭힘/협박/따돌림의 범주에 들지 않는 사건일 경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적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6.htm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6.htm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0.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10.html
https://www.k12.wa.us/student-success/health-safety/school-safety-center
https://www.k12.wa.us/student-success/health-safety/school-safety-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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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사건 보고 양식 제출 
사건 보고 양식은 학생, 가족 또는 교직원이 괴롭힘, 위협, 따돌림 사건을 보고하는 데 사용합니다. 샘플 

양식은 교육감 사무실(OSPI) 학교 안전 센터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www.k12.wa.us/SafetyCenter/BullyingHarassment/default.aspx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해결되지 않은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의 대상이 된 학생이거나, 또는 학교 내 

누군가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괴롭힘, 위협, 따돌림을 받는 것을 목격했거나 보고 받았다면, 그 사건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교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I. 괴롭힘, 협박, 따돌림 알리기 – 보고 
 
Step 1: 사고 보고 양식 제출 
 
피해 학생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생은 사건 보고 양식에 자신의 신원을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식은 익명으로 또는 비공개로 제출하거나 학생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고자의 신원 
1. 익명  

개인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의 보고에만 근거하여 주장된 공격자에 대해 어떠한 

징계 조치도 취해지지 않습니다. 학교는 불만 사항 상자를 식별하거나 온라인 보고 절차를 사용하거나 

서명되지 않은 익명의 보고서를 받기 위한 다른 방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익명 보고서에 대한 가능한 

응답으로는, 하루 중 특정 시간에 특정 위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또는 특정 학생 또는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포함됩니다. 

2. 비공개 
개인은 피고인과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기밀 보고에만 근거하여 주장된 공격자에 대해 징계 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다. 

3. 공개 
개인은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항의를 공개로 하는 데 동의하면, 적법한 절차가 

요구하는 대로 교육구가 불만 사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건에 관련된 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여전히 정보는 조사 도중 및 조사 후에 이것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 관계자들에게만 보여질 

것입니다. 교육구는 불만 제기자와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정책 및 절차의 보복 방지 조항을 완전히 이행할 

것입니다. 
 
Step 2: 사건 보고 양식 받기 
 
모든 직원은 구두 및 서면 보고서를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괴롭힘, 협박, 따돌림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보고를 

처음 받은 직원은 가능한 한 즉시 사건 해결을 시도합니다. 관련 당사자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거나 사건이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 절차에 따른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www.k12.wa.us/SafetyCenter/BullyingHarassment/default.aspx
http://www.k12.wa.us/SafetyCenter/BullyingHarassment/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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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지 않은,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에 대한 모든 보고는 교육구 사건 보고 양식에 

기록되고 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불만의 대상이 아닌 한 교장 또는 피지명인에게 제출됩니다. 
 
Step 3: 해결되지 않거나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및 따돌림에 대한 조사 
 
해결되지 않거나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괴롭힘, 위협, 따돌림에 대한 모든 보고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조사될 것입니다. 모든 학생은 보고 및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1. 해결되지 않았거나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을 주장하는 사건 보고 양식을 받으면 학교 

또는 교육구 피지명인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고소인에게 명백하고 즉각적인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교육구는 즉시 법 집행 기관에 연락하여 부모/보호자에게 알립니다. 
 

2. 조사 과정에서 교육구는 고소인과 가해자 사이에 더 이상의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교육구는 관련 학생을 위한 안전 

계획(https://www.k12.wa.us/student-success/health-safety/school-safety-center/safety-planning-toolkit)을 

시행합니다. 
 

조사 도중, 조사를 수행하는 교육구 직원이 차별 금지 정책 3210 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알게 되면 

조사관은 즉시 교육구의 인권 준수 책임자에게 알릴 것입니다. 이 정보를 받는 즉시 민권 준수 

담당관은 불만 제기자에게 WAC 392-190-065부터 WAC 392-190-075까지의 차별 신고 절차와 HIB 

신고 절차에 따라 불만을 제기할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는 불만 제기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차별 신고 절차에 대한 조사 및 응답 일정은 WAC 392-190-065에 명시된 대로 

진행되며,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에 대한 서면 보고서에 교육구의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어 

있음을 교육구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때 시작됩니다. 
 

3. 사건 보고 양식을 받은 후 수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학교 피지명인은 관련 학생의 가족에게 불만 사항이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에 대한 교육구의 정책 및 절차를 안내할 것입니다. 
 

4. 드문 경우지만 학생 및 적절한 직원(예: 심리학자, 카운슬러 또는 사회 복지사)과의 상담 후, 교육구가 

부모를 연루시키는 것이 고소인 또는 가해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학군은 괴롭힘, 협박, 따돌림에 대한 초기 조사에서 부모/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학대 및 방치받는 것을 알게 된 학교 직원은 아동 보호 서비스에 의심되는 정황을 

보고하는 교육구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5. 조사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됩니다: 

a.  고소인과의 인터뷰 

b.  가해 혐의자와의 인터뷰 

c.  불만 제기자 또는 혐의자의 예전 고발 기록 검토 

d.  주장된 사건에 대해 알고 있을 수 있는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과의 인터뷰 

https://www.k12.wa.us/student-success/health-safety/school-safety-center/safety-planning-toolkit
https://www.k12.wa.us/student-success/health-safety/school-safety-center/safety-planning-toolkit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https://app.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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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조사는 가능한 한 빨리 완료되지만 일반적으로 최초 항의 또는 보고로부터 수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조사를 완료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교육구는 학부모/보호자 및/또는 

학생에게 매주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8. 조사가 완료되고 준법 감시인에게 제출한 후 이틀(수업일 기준) 이내에,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서면 

또는 직접 대면으로 또는 고소인 및 혐의자의 부모/보호자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a.  조사 결과 

b.  혐의가 사실로 밝혀졌는지 여부 

c.  정책 위반 여부 그리고 

d.  고소인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이 항소를 제기하는 절차. 
 

      학생 기록의 기밀 유지에 관한 법적 요건 때문에 교장이나 피지명인은 대상 학생이 학교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지시가 포함되지 않는 한 취한 징계 조치에 대한 특정 정보를 대상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보고할 수 없습니다.  
 

학군이 학부모/보호자에게 편지로 연락하기로 결정한 경우, 편지는 반환 영수증 요청과 함께 불만 

제기자 및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부모/보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그 학생과 적절한 전문 

직원(심리학자, 상담사, 사회 복지사)간의 상담 결과, 당사자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이 불만제기자 및 

혐의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경우는 예외입니다. 전문 직원이 보기에 학생이 

학대나 방치의 대상이 된다고 의심된다면 의무 보고자로서 아동 보호 서비스에 보고하는 교육구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사건이 학교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HIB 준수 담당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Step 4: 가해자에 대한 시정 조치 
 
조사가 완료된 후, 학교 또는 교육구 피지명인은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시정 조치는 가능한 한 

빨리, 가족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한 후 수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학생 징계가 포함된 

시정 조치는 이사회 방침 3241 - 교실 관리, 징계 및 시정 조치에 따라 시행됩니다. 피고인이 징계 부과에 

항소하는 경우, 학군은 항소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적법 절차를 고려하거나 적법한 명령에 따라 징계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교장 또는 교장의 피지명인이 학생이 고의로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에 대한 거짓 주장을 한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학생은 징계를 포함한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5: 피해자의 항소권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41.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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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소인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결정을 받은 후 수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서면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명한 사람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명한 사람은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항소 통지를 받은 후 수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항소에 대한 서면 결정을 내립니다. 
 

b. 피해 학생이 교육감에게 처음 항소한 후에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해당 학생은 교육감에게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 이사회의 총무에게 서면으로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c. 학교 이사회 또는 징계 항소 위원회에 제기된 항소는 학교 이사회에 서면 항소 통지를 제출한 후 

수업일 기준 10일 또는 그 이전에 심리되어야 합니다. 학교 이사회 또는 징계 항소 위원회는 청문회 

종료 후 5일째 또는 그 이전에 기록을 검토하고 항소에 대한 서면 결정을 내리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사본을 제공합니다.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교육구의 결정이 됩니다. 
 
Step 6: 징계/시정 조치 
 
교육구는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을 발견하면 권한 내에서 신속하고 공평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시정 조치에는 상담, 교육, 징계 또는 법 집행 기관에 회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위협, 따돌림 행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시정 조치는 행동의 특징, 학생의 발달 연령, 학생의 문제 

행동 이력에 따라 다양하게 등급이 매겨집니다. 학생 징계와 관련된 시정 조치는 이사회 정책 3241 - 교실 

관리, 징계 및 시정 조치에 따라 시행됩니다. 
 

      행위가 공개적 성격이거나 학생 또는 방관자 그룹과 관련된 것이라면 교육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차원의 교육 또는 기타 활동을 강력히 고려해야 합니다. 
 

직원이 이 정책 및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교육구는 최대 해고를 포함한 고용 징계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인 교육자가 일반적으로 전문 교육자 행동 강령이라고 하는 WAC 181-87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OSPI의 전문 실무 담당실은 자격증을 취소하는 징계 조치까지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이 정책 위반에는 계약 손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tep 7: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의 대상이 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적절한 교육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괴롭힘이 학생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적절하게 해결되고 시정됩니다.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41.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41.html
http://apps.leg.wa.gov/wac/default.aspx?cite=181-87
http://apps.leg.wa.gov/wac/default.aspx?cite=1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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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면책/보복 
어떤 교직원, 학생, 자원 봉사자도 괴롭힘, 협박, 따돌림 혐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학생, 증인 

또는 기타 사람에게 보복할 수 없습니다. 보복은 금지되며 적절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K. 다른 자원 
      학생과 가족은 괴롭힘, 협박, 따돌림 혐의에 대한 첫 번째 대응책으로 교육구의 항의 및 항소 절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절차의 어떤 내용도 학생, 부모/보호자, 학교, 교육구가 지역,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학급 구성원의 자격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에 대한 신고는 아래 목록에 나오는 주(state) 또는 연방 

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OSPI 평등 및 민권 사무실 (차별 신고) 360.725.6162 Email: equity@k12.wa.us 
• https://www.k12.wa.us/policy-funding/equity-and-civil-rights 
• 워싱턴주 인권 위원회 800.233.3247 www.hum.wa.gov/index.html 

• 미국 교육부 민권 상담실, Region IX 206.607.1600 Email: OCR.Seattle@ed.gov 
www.ed.gov/about/offices/list/ocr/index.html 

• Department of  Justice Community Relations Service 877.292.3804 
• www.justice.gov/crt/ 
• 교육 사무국 Ombuds 866.297-2597 
• Email: OEOinfo@gov.wa.gov http://oeo.wa.gov/ 
• OSPI 안전 센터 360.725-6044 
• https://www.k12.wa.us/student-success/health-safety/school-safety-center 
 

L. 기타 교육구의 정책 및 절차 
이 정책의 어떤 내용도, 괴롭힘/위협/따돌림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다른 교육구나 학교 규칙이 금지하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징계 또는 교정 조치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 – 이사회 정책 3220 
 
학생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은 민주 사회에서 교육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교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한 학교 구내에서 학생의 구두 및 서면 의견 표현이 권장됩니다. 학생들은 교실이나 집회 환경에서 그리고 

캠퍼스 안팎의 모든 학교 관련 활동에서 저속하거나 공격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교육감은 학생들이 학교의 질서 있는 행동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해야 

합니다. 
 
학생 출간물- 이사회 정책 3221 
 
학교 커리큘럼의 일부로 또는 관련 학생회 기금의 지원으로 제작된 학생 출간물은 교육 및 학생과의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출간물은 교육구에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재정을 지원합니다. 
 
출간물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법한 주제를 포함하여 학생의 모든 관심 영역을 반영해야 합니다. 논쟁의 

mailto:equity@k12.wa.us
mailto:equity@k12.wa.us
http://www.k12.wa.us/policy-funding/equity-and-civil-rights
http://www.k12.wa.us/policy-funding/equity-and-civil-rights
http://www.hum.wa.gov/index.html
http://www.hum.wa.gov/index.html
mailto:OCR.Seattle@ed.gov
http://www.ed.gov/about/offices/list/ocr/index.html
http://www.ed.gov/about/offices/list/ocr/index.html
http://www.justice.gov/crt/
http://www.justice.gov/crt/
mailto:OEOinfo@gov.wa.gov
mailto:OEOinfo@gov.wa.gov
http://oeo.wa.gov/
http://oeo.wa.gov/
http://www.k12.wa.us/student-success/health-safety/school-safety-center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20.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20.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21.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21.html


 
53  

여지가 있는 문제는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다양한 관점을 대표하는 형태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는 

비방하거나 외설적이거나 모독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타인의 사생활 

침해 인종/종교/성별/민족 그룹을 비하하는 행위, 법률 위반을 옹호하거나 담배 제품, 주류, 불법 약물 또는 마약 

관련 도구를 광고하는 행위. 
 
교육감은 이러한 표준을 구현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자료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자료의 배포 – 이사회 정책 3222 
 
학생이 작성한 출판물 또는 기타 자료는 교육감이 개발한 절차에 따라 학교 구내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는 상당한 양의 인쇄물의 배포 또는 유통에 대한 사전 승인 및 그러한 자료를 학교 부지에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배포 시간, 장소 및 방식에 제한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학교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주거나 학교 운영을 방해하는 자료 배포에 책임이 있는 학생은 학생 징계 정책에 따라 

정학 또는 퇴학을 포함한 시정 조치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집회의 자유 – 이사회 정책 3223 
 
개별 학생 및 학생 조직은 학교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기타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학교 교실이나 

강당, 또는 학교 운동장의 야외 장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나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는 허용되지만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지정된 장소에서 수업이나 기타 학교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지정된 시간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학생 및 개인 재산의 수색 – 이사회 정책 3231 
 

학교 관계자는, 학생과 학생의 개인 재산, 사물함, 자동차에 학교 규칙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개별적이고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수색할 수 있습니다. 교장 또는 교감은 수색 중에 추가 관리자 또는 교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A. 학생에 대한 수색은, 반입 금지물이 발견되거나 학생이 법이나 학교 규칙을 위반했다는 증거와 합리적으로 

관련될 때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반입금지물"은 규제 약물, 알코올 음료, 담배 제품, 총기 또는 무기로 

간주되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여 금지된 품목, 재료 또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B. 모든 학생 수색은 반입금지물의 발견 또는 학생이 법이나 학교 규칙을 위반했다는 증거와 합리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C. 교직원은 학생의 연령과 성별, 위반 혐의의 성격에 비추어 지나치게 방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색을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22.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22.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23.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23.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31.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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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야 합니다. 

D. 교직원은 학생의 자동차가 학교 부지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만 수색할 수 있습니다. 

E. 어떤 학생도 교직원에 의한 스트립 수색 또는 체강 수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F. 어떤 학생도 학생이 통제 약물 또는 알코올의 영향을 받거나 소지하고 있다는 개별적인 합리적 의심 없이 

약물/알코올 탐지견의 수색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G. 개 탐지 검사는 수업 전, 중, 후에 그리고 학교 행사에서 교실, 학생 사물함, 체육관 사물함, 책상, 학교 주차장 

및 학교 부지에 주차된 자동차 등 일반적인 캠퍼스 검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검사는 적절하게 

훈련되고 인증된 개 및 개 조련사가 교직원의 입회하에 수행됩니다. 

H. 학생이 통제 약물이나 알코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개별적인 합리적 의심이 없는 한, 어떤 학생도 Alco 

Screen 스틱 또는 음주 측정기 등으로 알코올/약물 선별 검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알코올 

선별 검사 시행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교직원은 다른 모든 이용 가능한 증거에 따라 적절한 징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I. 학생이 수색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학교 행정관의 지시에 협조하지 않고 이를 따르지 않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물함 수색 – 이사회 정책 3232 
 

학생들은 책, 학용품 및 개인 소지품을 보관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물함, 책상 및 보관 공간은 학군의 자산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발급하거나 할당한 사물함의 사용과 

관련하여 학생에게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나 기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생은 법이나 학교 규칙에 의해 금지되거나 학교 건물이나 건물 거주자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에 위협이 되는 

물질이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사물함, 책상 또는 보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생의 사물함, 책상 또는 기타 보관 장소는 수색이 학생이 법이나 학교 규칙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수색 대상이 됩니다. 개별 학생의 사물함 수색은 개인 수색에 관한 

이사회 정책에 따라 수행됩니다. 
 
모든 학생 사물함은 사전 통지 없이 그리고 특정 학생이 법이나 학교 규칙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언제든지 수색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수색을 수행하는 학교 관계자가 지갑, 배낭, 체육관 

가방 또는 의류 또는 컨테이너에 학생이 법이나 학교 규칙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들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발생하는 경우 , 개인 검색에 관한 이사회 정책에 따라 컨테이너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통신 장치 – 이사회 정책 3245 
 
호출기, 신호기, 휴대폰, 스마트폰 및 기타 관련 개인 전자 통신 장치("통신 장치") 등의 통신 장치를 소지한 

학생은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32.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32.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45.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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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신 장치는 (a) 급박한 신체적 위험을 수반하는 비상 상황이 존재하거나, (b) 학교 관리자가 달리 

승인하거나, (c) 학교 규칙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정규 수업일 전후에만 켜고 작동해야 합니다. 

B. 학생은 학업 청렴을 위협하거나 교육 학습 환경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통신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C. 학생은 RCW 9.68A.011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사진,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기타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전자 또는 기타 형태로 휴대 전화 또는 기타 전자 장치로 보내거나, 공유하거나, 보거나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학교 운동장, 학교 후원 행사 또는 학군에서 제공하는 스쿨 버스 또는 차량에 있는 

동안에도 해당됩니다. 

D. 이 정책을 위반하는 학생은 징계 조치를 받게 되며 통신 장치를 학군 소유지로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E. 관리자는 수색을 통해 이 정책과 교육구/학교 규칙 또는 불법 활동의 위반이 드러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개별적인 의심이 있을 때 통신 장치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 

F. 관리자는 이 정책과 교육구/학교 규칙을 위반하거나 불법을 행한 증거가 있는 경우 통신 장치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통신 장치는 수업이 끝난 후 또는 학교 규칙에 따라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주 또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콘텐츠 또는 이미지는 법 집행 기관에 회부됩니다. 

G. 학생들은 학교에 가져오는 통신 장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구는 교육구 자산으로 가져온 통신 

장치의 분실, 도난 또는 파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 학생들은 통신 장치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개별 학교에서 개발한 추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립, 억제 및 합당한 힘의 사용 – 이사회 정책 3246 
 
교육구가 모든 학생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하면서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이사회의 정책입니다. 

교육구의 모든 학생은 불합리한 무력 사용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교육구 직원은 학생, 다른 사람 또는 그의 재산에 심각한 해를 끼칠 가능성을 제기하는 자발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합당한 힘, 제지 또는 격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 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최소한의 무력, 제지 또는 격리를 사용해야 하며 심각한 피해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즉시 무력, 구속 또는 격리의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의 임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물리적인 힘, 구속 또는 격리가 합리적입니다. 단계적 축소 개입이 실패했거나 부적절할 경우 상당한 손실 또는 

손상으로부터 교육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물리적 또는 구속력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속 장치는 학교 자원 담당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자원 담당관이 제지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학생의 

자발적인 행동이 학생, 다른 사람 또는 그의 재산에 심각한 해를 끼칠 임박한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합리적입니다. 이 정책은 교육구에 등록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외부의 다른 성인 또는 청소년의 힘이나 

구속의 사용을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46.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46.html


 
56  

학생 범죄에 대한 정보의 통지 및 배포 및 폭력 또는 피해의 위협 통지 - 3143 
 
Mukilteo 학군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판결을 받은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은 공교육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갖습니다. 
 

A. 카운티 보안관실, 법원, 사회 및 보건 서비스부, 교정부 및 기타 교육구에서 학생 범죄에 대한 통지 
 
교육구는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법원, 사회 및 건강 서비스 부서, 교정 부서 및 학생이 이전에 등록한 기타 

교육구를 포함하여 법적으로 승인된 여러 출처로부터 학생 위반자에 대한 통지 및 정보를 받습니다. 교육구는 

이러한 출처로부터 학생 위반에 대한 통지 및 정보를 수신할 때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학생 

징계(있는 경우)는 이사회 정책 3241 – 교실 관리, 징계 및 시정 조치와 일치합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 및 학교 교장은 학생 위반에 대한 통지 및 정보와 관련된 적절한 예방 조치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감, 교육감의 피지명인 또는 학교장이 RCW 28A.225.330 (다른 

교육구로부터의 통지), RCW 9A.44.138 (교육구에 대한 보안관 통지), RCW 13.04.155 ( 법원 통지(학군에 대한 

법원 통지), RCW 13.40.215 (학군에 대한 아동, 청소년 및 가족 통지) 또는 RCW 72.09.730 (학군에 대한 교정 

통지), 다음 통지 조항을 따를 것입니다. 
 
1. 성범죄 및 등록된 성범죄자 및 납치범 

 
a. 교육감 및 피지명인. RCW 9.94A.030에 정의된 성범죄에 대한 정보를 받거나 RCW 

9A.44.138에 따라 등록된 성범죄 또는 납치범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 교육감이나 피지명인은 

해당 학교의 교장에게 학생이 가장 최근 등록된 곳이 어디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b. 교장. 본인은 위와 같은 정보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이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학생이 위험 수준 II 또는 III로 분류되는 경우, 교장은 학생의 모든 교사와 교장의 판단에 따라 

학생을 감독하거나 보안 목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기타 학생 기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이 위험 수준 I로 분류되는 경우, 교장은 교장의 판단과 보안의 목적에 따라, 학생의 기록을 

알고 있어야 하는 직원에게만 받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c. 피해자 학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청소년 성범죄자 출석. 성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소년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형제자매가 다니는 초·중·고등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청소년 성범죄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성범죄자의 학교 변경에 필요한 

교통수단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 보건국 (DSHS,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성범죄자 학교 출석 프로그램은 

청소년 재활국(JRA)에 위탁된 청소년 성범죄자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에 

등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에 갈등이 있는 경우 DSHS 프로그램 직원은 

JRA 와 협력하여 가해자가 다른 학교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143.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143.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41.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41.html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225.33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225.33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A.44.138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A.44.138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13.04.155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13.04.155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13.40.215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13.40.215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72.09.73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72.09.73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94A.03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94A.03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A.44.138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A.44.138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A.4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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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협력.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성범죄자 또는 납치범으로 등록해야 하는 학생과 함께 일할 때 

교정부서, 소년법 담당 직원, 치료 제공자, 피해자 지원 그룹 및 가족과 상의하고 협력합니다. 
 

e. 대중의 질문. 법 집행 기관은 성범죄자 및 납치범이 지역 사회로 석방되는 것에 대한 관련 

정보를 받고 그러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할 시기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교육구 및 교직원은 

성범죄 또는 납치범으로 등록해야 하는 학생에 관한 일반 대중(학부모 및 학생 포함)의 모든 

문의를 법 집행 기관에 직접 회부할 것입니다. 
 

2. 폭력 범죄, 총기류 및 위험한 무기 범죄, 통제 물질의 불법 소지 및 전달, 학교 징계 조치 
 

a.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 RCW 9.94A.030에 정의된 폭력 범죄, 9.41 RCW장에 의거한 모든 

범죄, 69.50 RCW장을 위반하는 규제 약물의 불법 소지 또는 전달, 또는 둘 다, 또는 학교 징계 

조치에 대한 정보를 받는 즉시,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이 등록되었거나 등록할 학교의 

교장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b. 교장. 위에 설명된 정보를 받은 교장은 다음을 위해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정보를 

교육구 직원과 공유할 재량권을 갖습니다: 
 학생을 감독할 교직원  

 학생에게 치료 또는 행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추천할 교직원  

 보안 목적 

교장과 교직원은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또는 개인적 특성이 받은 정보를 공유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편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9.50 RCW항을 위반한 규제 약물의 불법 소지에 대한 소년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보를 받은 

교장은 해당 정보를 학군 직원과 공유하기 최소 5일 전에 학생과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학생이나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정보 공유 제안에 반대하는 경우 학생,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또는 둘 다 교장의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개발한 절차에 따라 교육감에게 정보를 직원과 공유합니다. 

교육감은 문제에 대한 서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위의 항소를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항에 따른 교육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추가 항소 대상이 아닙니다. 
 
교장은 항소가 계류 중인 동안 이 항에 따른 판결 정보를 교육구 직원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3. 공공 기록법 

 
이 섹션에 따라 교육구 직원이 받은 모든 정보는 공공 기록법(chapter 42.56 RCW)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RCW 28A.225.330, 기타 법령 또는 판례법, 가족 및 교육 및 1994년 프라이버시 권리법(20 USC 

Sec. 1232g et seq.)에 나온 경우를 제외하고 더이상 유포되어서는 안됩니다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94A.03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94A.03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41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41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69.5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69.5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69.5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69.5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42.56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42.56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225.33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22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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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 교실에 학생 범법자 배정 
 
RCW 9A.36 (폭행), RCW 9A.40 (납치, 불법 구금, 양육권 간섭, 유인, 인신매매, 비자발적 강제된 

노예상태), RCW 9A.46 (괴롭힘) 또는 RCW 9A.48에 의거하여 위반 행위를 하는 학생, 48(방화, 무모한 

화형 및 악의적인 장난) 행위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생이 해당 교사의 교실에 배정되지 

않습니다. 
 
RCW 9A.36 (폭행), RCW 9A.40 (납치, 불법 구금, 양육권 간섭, 유인, 인신매매, 비자발적 노예 상태 

강제), RCW 9A.46 (괴롭힘) 또는 RCW 9A.48 (방화, 무모한 화형, 악의적인 장난)이 다른 학생에게 

지시된 경우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의 교실에서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B. 폭력 또는 피해의 위협 통지 
 
폭력이나 위해의 위협의 대상이 되는 학생과 교직원은 적시에 위협에 대해 통보받을 것입니다. "폭력 또는 

위해의 위협"은 특정 개인 또는 개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심각한 위해가 임박한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의도로 직접 또는 간접적인 통신을 의미합니다. 
 
교육구는 이사회 정책 및 절차 3225 – 학교 기반 위협 평가, 기타 안전 정책 및 종합적인 안전한 학교 계획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잠재적인 폭력 위협 또는 피해를 평가하고 해결할 것입니다. 위협이 중간 위험 또는 높은 

위험으로 간주되거나 폭력 또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개입이 필요한 경우, 학교 행정관은 

위협의 대상인 학생의 부모/보호자와 위협을 한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알릴 것입니다. 교육구는 통지서가 

부모 및/또는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1964년 민권법의 Title VI에 따라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언어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다른 개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구체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교육구는 교육 기록의 정보를 

적절한 당사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통지의 시기와 세부 사항은 연방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 기타 법적 제한 사항 및 상황에서 허용하는 한 광범위합니다. 

교육구는 이사회 정책 및 절차 3241 – 교실 관리, 징계 및 시정 조치에 따라 학생 징계와 관련하여 상해 또는 

폭력의 위협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 위원회, 학교 관계자 및 학교 직원은 필요와 정책에 따라 통지를 제공하나 통지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이 섹션에 따라 위협에 대해 고의로 

허위 통지를 한 사람은 RCW 9A.20.021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C. 면책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모든 교육구 또는 교육구 직원은 해당 교육구 또는 교육구 직원이 

중과실 또는 악의로 행동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A.36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A.36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A.4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A.4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A.46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A.46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A.48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A.48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A.36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A.36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A.4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A.4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A.46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A.46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A.48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A.48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25.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25.html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hq43e4.html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hq43e4.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41.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3241.html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A.20.021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A.20.021


 
59  

 

공동 교과 프로그램 –이사회 정책 2150 
 
이사회는 목적 있는 학습 경험을 광범위하게 제공함으로써 교육구의 목표와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는 교육구의 승인된 커리큘럼 밖에서 더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일반적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수행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선택한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 교과 과정 프로그램에는 승인된 교과 과정 관련 활동이 포함됩니다. 
 
학군은 공동 교과 과정 프로그램 참여에서 사람을 배제하거나, 그러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거부하거나, 학군의 

비차별 정책에 식별된 범주를 기반으로 공동 교과 과정 프로그램의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연합 학생회(ASB) 프로그램에 포함된 모든 활동을 승인합니다. 교장은 ASB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닌 

교과 과정 관련 활동을 승인할 권한이 있으며 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고 감독할 

교직원을 지정합니다. 
 
교과 과정 관련 활동을 승인하기 위해 교장이 사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목적 및 목표는 특정 프로그램이나 코스의 일부입니다. 

B.  참여 학생은 현재 관련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거나 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초 수준의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  그룹은 자격을 갖춘 직원이 감독합니다. 

D.  활동 비용이 학생이나 학군에 무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E.  활동은 Title IX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F.  모든 활동은 학교장이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학교 구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G.  활동은 본질적으로 비밀이 아니어야 합니다. 
 
위원회가 ASB의 일부로 승인하든 교장에 의해 승인하든 커리큘럼 관련 활동은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활동의 주제가 실제로 가르쳐 졌거나 정기적 코스에서 곧 가르쳐질 예정이어야 합니다. 

B.  활동의 주제는 코스 전반에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C.  특정한 코스를 위해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D.  활동에 참여하면 학점이 부여됩니다. 
 

위원회는 교육감에게 위 지침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활동의 적절한 계획, 자금 조달, 승인 및 구현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교장은 공동 교과 과정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이 프로그램의 일부 

측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각 학교에서 제공될 것입니다. 레크리에이션 및 운동 활동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필요와 욕구에 정확하게 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 3년에 한 번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2150.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21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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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항 활동 – 이사회 정책 2151 
 
위원회는 학교 대항 활동 프로그램의 가치를 학군의 모든 학생과 지역 사회에 대한 전체 학교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합니다. 학교 대항 활동 프로그램에는 경쟁적인 스포츠 경연 대회, 게임 또는 이벤트, 또는 이 

학군의 개별 학생 또는 팀이 참여하는 전시회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사회는 다음을 기대합니다: 
 
A. 모든 학교 대항 활동과 행사는 워싱턴 학교 대항 활동 협회(WIAA)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교육구의 

학교는 WIAA가 승인하지 않은 비시즌 운동 경기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교육구는 학교가 후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학교 승인 없이 교직원이 조직, 홍보 또는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학군은 학군이 특별히 후원하지 않는 한 여름 및/또는 비수기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통제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교육감은 학교 시설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정의, 어떤 여름 스포츠 리그/ 

클리닉이 발표/전달될 수 있는지 상황을 정의하는 규칙을 수립할 것입니다. 
 

B. 운동 코치는 코치의 직무 설명에 나온대로 할당에 대해 적절하게 훈련되고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C. 각 코치는 자신의 코칭 과제와 관련된 기술, 기술 및 안전 조치를 설명하는 핸드북을 받게 됩니다. 핸드북의 

지침에서 벗어나는 경우 사전에 지구 체육 이사 또는 피지명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D. 한 시즌에 500달러($500)를 초과하는 코칭 수당 및 코치에 대한 모든 선물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 현역 훈련 기회는 각 코치에게 제공되어 참가자의 건강 관리 요구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훈련됩니다. 

스포츠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코치는 연습 세션과 게임(홈 앤 어웨이)에서 의료 응급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합니다. 
 

F. 참가자에게는 올바르게 유지 관리되고 장착된 장비가 지급됩니다. 
 

G. 학교 대항 활동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모든 시설과 장비는 정기적으로 점검됩니다. 
 

H. 진통제, 비타민 및 염분 정제와 같은 품목을 포함하여 처방되지 않은 약품은 코치 및/또는 운동 트레이너가 

사용하기 전에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동 훈련 약물이 승인된 후 코치 및/또는 

트레이너는 운동 시즌 동안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의 의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승인이 파일에 없으면 처방되지 않은 약물은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코치 및/또는 

트레이너가 승인된 응급 처치 품목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 참가 자격이 거부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경고하는 표지판이 게시됩니다. 
 

I.    위원회는 학교 대항 스포츠 참여와 관련하여 특정 리스크가 있음을 인식합니다. 교육구는 학생의 부상과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2151.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2151.html
http://info.mukilteo.wednet.edu/board/Policy/Pol/21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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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각 참가자와 부모/보호자는 이러한 경기에 참여하면서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코치의 지시를 따를 것이라는 성명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J. 학교 대항 운동 경기 참가를 위한 첫 번째 연습을 하기 전에, 학생은 신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의료 기관으로부터 체력 증거 및 학교 대항 운동 참가 승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감독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부상을 입으면 서면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참가자는 부상이 없으며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질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K. 학교 대항 운동 활동에 참여하는 각 학생은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입은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의료 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의료비의 최소 한도가 있는 커버리지의 증거를 

제공하거나 교육구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보험 계획을 통해 그러한 커버리지를 

얻을 것입니다. 학생의 가족이 저소득으로 인해 해당 보험료 전액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참여가 

거부되는 학생은 없습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모든 학생이 필요한 의료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학년도의 학교 대항 활동 프로그램을 위해 매년 준비하고 승인하며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알코올 음료, 담배,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불법 화학 

물질(마리화나/대마초 포함), 아편 등의 사용 또는 소지, 외모; 통금; 비신사적 행위; 연습 결석; 도박; 또는 민법 

위반 등에 대한 규칙을 만듭니다. 규칙 위반과 관련된 징계 조치에 대한 통지는 학교 대항 활동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각 참가자와 부모에게 배포됩니다. 
 
 
차별 금지법 
 

교육구는 학교 대항 프로그램 참여에서 사람을 배제하거나, 그러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거부하거나, 교육구의 차별 

금지 정책에 명시된 범주를 기반으로 학교 대항 프로그램의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육구는 모든 성별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및 운동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것이지만, 총 지출이 각 성별 

구성원에 대해 동일할 필요는 없고 별도의 성별 기반 팀에 대한 지출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별 장애 학생이 합리적인 수정 및 필요한 편의, 지원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교육구는 장애 학생에게 별도의 또는 다른 레크리에이션 또는 운동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경쟁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거나 관련된 활동이 접촉 스포츠인 경우 각 성별의 구성원을 위해 별도의 팀을 

운영하거나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구가 각 성별의 구성원을 위해 특정 스포츠에서 팀을 운영하거나 

후원하고 다른 성별의 구성원을 위한 운동 기회가 이전에 제한되었을 때 제외된 각 성별의 구성원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에 따라 접촉 스포츠에는 권투, 레슬링, 럭비, 아이스하키, 축구, 농구 및 신체 접촉이 주요 

활동인 기타 스포츠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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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는 학교 대항, 클럽 또는 교내 운동 경기를 위해 각 학교 내 모든 성별에게 평등한 운동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성별에게 평등한 운동 기회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교육구는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1.  스포츠 선택 및 경쟁 수준이 모든 성별 구성원의 관심과 능력을 효과적으로 수용하는지 여부 

2.  장비 및 물품의 제공 

3.  운동장, 코트, 체육관 및 수영장 사용을 포함한 게임 및 연습 시간 일정 

4.  여비 및 일당 수당(있는 경우) 

5.  코칭 및 학업 지도를 받을 기회 

6.  코치, 지도교사 및 경기임원의 배정 및 보상 

7.  라커룸, 연습실 및 경기시설의 제공 

8.  보험의 이용 가능성을 포함하여 의료 및 훈련 시설 및 서비스 제공 

9.  주거 및 식사 시설 및 서비스 제공(있는 경우) 그리고 

10.  홍보 및 수상. 
 
연례 운동 평가 
학군은 학교 대항 및/또는 교내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하여 모든 성별의 구성원이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매년 최소 한 번 각 학교의 교내 및 학교 대항 프로그램을 평가할 것입니다. 평가에는 비차별에 대한 위 단락에 

나열된 요소에 대한 고려가 포함됩니다. 
 
학생 운동 관심 설문조사 
3년마다 교육구는 특정 스포츠 참여에 대한 남학생 및 여학생의 관심을 결정하기 위해 교육감 사무실에서 

개발한 조사를 학교 대항, 교내 및 기타 운동 경기를 운영하는 각 학교에 실시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교육구가 

제공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운동 활동을 계획 및 개발할 때 그리고 모든 성별의 구성원에게 평등한 기회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할 것입니다. 
 
시설 
교육구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위한 별도의 시설(예: 샤워실, 화장실, 훈련실)을 제공하거나 개별 사용을 위해 

공평하게 시설을 예약합니다. 
 
의료 정보 
 
생명을 위협하는 건강 상태 
워싱턴 주법은 생명을 위협하는 건강 상태를 가진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건강 상태는 "약이나 치료 명령 및 간호 계획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수업 시간에 아이를 죽음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태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상태에는 벌침, 음식 알레르기, 천식, 당뇨병 및 발작에 

대한 심각한 반응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별 비상 계획 요소를 포함한 개별 건강 관리 계획(IHP)은 교육구 

등록 간호사가 준비합니다.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자녀의 의료 제공자의 약물 또는 치료 명령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동은 연방 요구 사항에 따라 학교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의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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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접종 
워싱턴 주법에 따라 모든 학생은 출석 첫날 또는 그 이전에 예방 접종 상태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거나 파일에 

보관해야 합니다. 예방 접종 양식은 모든 학교 또는 Snohomish Health District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방 

접종 상태 증명서에는 학생이 필요한 모든 예방 접종을 받은 월, 일, 연도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의학적, 종교적, 철학적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서명은 의료 목적의 면제를 동반해야 합니다. 종교적, 철학적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학생을 

면제하려면 부모/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에 워싱턴주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백신을 확인하십시오. 
 
교내 의약품 
학생이 학교 시간 중 또는 학생이 학교 관계자의 감독 하에 있을 때 약을 받아야 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약물 투여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약품에는 

LHCP(Licensed Healthcare Provider)와 학부모/보호자가 서명한 작성 완료한 약품 승인 주문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의약품은 OTC 의약품 및 샘플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라벨이 붙은 원래의 용기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법적 공지 
 
석면 통지 
지속적인 안전 및 건강 프로그램에는 석면의 유지 관리 및 폐기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해당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 준수가 포함됩니다. Mukilteo 교육구는 자격을 갖춘 인증된 검사관을 사용하여 교육구 시설에 있는 건축 

자재를 포함하는 모든 부서지기 쉬운 석면 및 부서지기 어려운 석면을 식별했습니다.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나타내는 모든 부서지기 쉬운 재료는 적절하게 제거되었습니다. 교육구는 섬유 방출 에피소드를 방지하기 

위한 목표와 이벤트 발생 시 필요한 알림 요구 사항을 목표로 포괄적인 운영 및 유지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각 지구 건물은 해당 건물의 건축 자재를 포함하는 석면 목록을 유지합니다. 인벤토리는 공개 

검사가 가능하며 건물 사무실에 확인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FERPA) 및 학생 권리 보호 수정안(PPRA)  
PPRA는 교육구의 설문 조사, 마케팅 목적의 정보 수집 및 사용, 특정 신체 검사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제공합니다. 

FERPA는 18세 이상의 부모와 학생에게 학생의 교육 기록에 대한 특정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의 교육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권리; 2. 학생의 학력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FERPA 

법률 및 교육 위원회 정책에 정의된 "인명록 정보" 공개를 거부할 권리; 그리고 4. FERPA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 교육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다음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 SW 
Washington, D.C. 20202-5920 
Phone: 1-800-872-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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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PA 옵트 아웃 통지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FERPA)에 따라 Mukilteo 교육구는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자녀의 교육 

기록에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학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Mukilteo 교육구는 귀하가 

자녀의 학교에 FERPA 옵트아웃 양식을 요청하고 제출하지 않는 한 서면 동의 없이 적절하게 지정된 "인명록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각 학교 사무실에 있습니다. 인명록 정보는 학생의 이름, 사진, 비디오 

이미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및 장소, 출석 날짜, 공식적으로 인정된 활동 및 스포츠 참여, 

운동팀 구성원의 체중 및 키, 졸업장으로 정의됩니다. 
 
미군을 위한 인명록 정보 (고등학교만 해당) 
연방법에 따르면 학부모/보호자가 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지 않는 한 고등학교는 모든 고등학생의 집 연락처 

정보를 군 모집 담당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자녀의 학교에 FERPA 옵트아웃 양식을 요청하고 제출하면 

이러한 목적으로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옵트아웃할 수 있습니다. 
 

통합 해충 관리 
Mukilteo 학군은 식물 및/또는 해충 관리와 관련된 모든 연방, 주 및 지역 규정을 준수할 계획입니다. 통합 해충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Mukilteo 교육구는 환경 문제를 처리하고 조치가 취해질 수준을 설정하는 데 신중한 

접근 방식을 장려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살충제 사용을 배제하지 않지만 살충제의 사용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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