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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אם יש לכם צורך בתרגום טופס זה, אנא צרו קשר עם מורת האי-אל-אל בבית הספר של ילדכ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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если вам нужен перевод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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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ton.k12.ma.us/
http://www.newton.k12.ma.us/
http://www.newton.k12.ma.us/schoolcommittee/
mailto:schoolcommittee@newton.k12.ma.us


 
Si usted precisa que este documento sea traducido, por favor llame al profesor del programa 

de aprendices del idioma inglés de su hijo, -a. 
  



 
 

 

 
 
 
 
 
 
2016년 9월 
 
 
 
부모님들, 후견인님들, 그리고 학생들께, 
 
Newton Public Schools(뉴튼 공립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 각자의 특성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을 만큼 융통적이면서도 K-12학년 교과과정을 일관성 있게 확실히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문적인 목표 외에, 저희는 책임 있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고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존중할 만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 조직은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학생과 학교 직원이 확고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몇몇 
방침들과 절차들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안내서는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윤곽을 보여줍니다. 이 안내서를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읽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러한 방침들을 함께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저희가 학생의 
배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규율적인 환경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필요한 전자 
문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본 안내서의 뒷면에 있는 섹션을 꼭 읽어 보십시오. 전자 문서 서명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어느 사회나, 자유와 의무 사이에는 이루어야 할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안내서에 담겨있는 
지침들을 일상 생활에 적용시킴으로써, 이러한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안내서는 
주 정부 및 연방 정부 법의 변경과 최근에 제정된 학교 위원회의 방침들을 반영하기 위해 재검토되고 
개정됩니다. 본 안내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은 여전히 저희 Skyward 학생 정보 시스템의 특징인 가정 접근 포털(Family Access portal) 
사이트에서 직접 비상 연락 정보를 업데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비상 연락 정보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현재 집 주소와 전화 번호, 학부모/후견인의 직장,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사고나 
긴급 상황 시, 학교에서 학부모/후견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두 명의 이웃이나 
가까운 친척들의 이름과 전화 번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보가 최근의 것이고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부모/후견인분들은 이 정보(예: 주소, 전화 번호, 사업, 혼인 상태의 변경)를 늘 최근의 
것으로 조정/업데이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매우 중요한 데, 그 이유는 이것이 저희의 소통 
체계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한 학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avid A. Fleishman 
교육감 
 
DF/cc 
 

 
Newton Public Schools의 사명 

 
 
평생 학습자로서, 사유자로서, 세계 공동체에 기여하는 창조적 공헌가로서 학생들이 가진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을 교육시키고 준비시키고 고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 
다음의 핵심 가치들은 뉴튼 공립 학교를 이끌어가는 원칙들입니다. 이 가치들은 우리가 학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대변합니다. 이 핵심 가치들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포용하고, 내면화하고, 모범으로 삼고, 생활화하는 것들입니다. 이 가치들은 우리 학교 체계의 
깊고 지속적인 것의 표현입니다. 
 
 
우수: 우리는 

● 모든 학생과 직원들에게 높은 기대치와 표준을 부여합니다.  
● 학문적, 예술적, 신체적, 인간 상호적, 직업적 수행에서 뛰어나도록 아이들에게 전인 

교육을 시킵니다.  
● 학생과 직원들에게 배우는 것을 평생 사랑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혁신: 우리는  

● 교육과 교과과정 개발에서 인정받는 선도자가 됩니다.  
● 우리 학생들과 직원들에게서 창의성, 열린 마음, 비판적 사고, 창조성과 협력적인 

문제해결을 육성시킵니다.  
● 우리의 가르침과 배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향상시켜 나갑니다. 

 
 
존경: 우리는  

● 모든 사람이 안다고 느끼는, 안전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환경을 만듭니다.  
● 다양한 인종, 종교, 계급, 민족성, 성적인 지향, 학습 태도와 능력을 지닌 개개인의 

독특성과 존엄함을 인정합니다.  
● 다양한 우리 공동체의 역량들을 개발합니다. 

 
 
의무: 우리는  

● 모든 학생과 어른이 각자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환경을 
육성합니다.  



 
● 협력, 협조하고, 정직한 소통의 문화를 창조합니다.  
● 자신의 공동체와 세계에 공헌하고 돌보는 시민을 육성합니다.  
 
2008년10월14일 학교 위원회에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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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권리와 의무 소개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보살핌과 존경의 전통이 Newton Public Schools(뉴튼 공립 학교)의 오래된 
특징이다. 이 안내서는 학생 본인과 공동체에 대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학생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이 
전통을 이어가고자 해서 만들어졌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사람, 재산, 그리고 의견이 존중되기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의 개개인에게는 이러한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 기대된다. 학교는 학습과 공동체 모두에 필요한 구조로서 모두가 규칙의 존중과 
상식적인 예절을 받아들이는 장소여야 하고, 학교 당국은 개인의 권리와 일반 선 사이에서 늘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장소여야 한다.  
 
 
I. 평등 교육권 
 

매사추세츠 일반법, 제76장, 제5조 
모든 사람들은 다음 조항에 따라 그들의 거주지에 있는 공립학교를 다닐 권리가 있다. 특정 법이나 
학교 위원회를 통해 등록이 허가되지 않는 이상, 학교 위원회는 비거주자의 등록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조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도운 사람은 공립학교를 불법으로 다닌 데 대해 그 
지역으로부터 전체 손해 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다. 인종, 피부색, 성별, 성 정체성, 종교, 국적 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어느 지역이건 그 곳 공립학교 등록에서 누구든 배제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A. 비-차별 방침 – 괴롭힘 및 보복 포함 (학교 위원회에 의해 2016년 7월 16일 채택됨) 
 

뉴튼 학교 위원회 및 뉴튼 공립 학교들은 학교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괴롭힘 및 보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이 없는 교육 및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로 다짐한다. 학교 지역사회 
구성원은 학교 위원회, 피고용인, 행정, 교원, 직원, 학생, 학교 자원봉사자, 그리고 학교 
당국에 따라 뉴튼 공립 학교들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을 포함한다.  
 
본 방침의 어떤 것도 뉴튼 학교 위원회나 뉴튼 공립 학교들의 권위를 제한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본 방침의 권리 및 책임 안내서 하의 뉴튼 공립 학교들의 권위, 또는 뉴튼 공립 
학교들이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여기는 교육 및 작업 행위를 징계하거나 이에 대한 교정 
조치를 취하는 권위가 제한 받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본 방침은 뉴튼 공립 학교들이 
적용 가능한 규범이나 방침에 기술된 즉각적인 임시 징계 조치를 취하는 권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뉴튼 공립 학교들은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종교, 장애, 연령, 유전 정보, 
현역/퇴역 상태, 결혼 상태, 가족 상태, 노숙 상태, 조상, 민족 배경, 국가 배경, 또는 주 또는 
연방 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범주에 근거하여 개인이 주 또는 연방 교육 및 고용 정책의 
행정에 있어서 주 또는 연방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개인의 유익을 
부인하거나, 또는 달리 차별하지 않고, 보이 스카우트 및 기타 정해진 청소년 그룹에 접근할 
동등한 권한을 제공한다. 뉴튼 공립 학교들은 학교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학교 사회의 모든 
다른 구성원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무례하지 않고, 본 방침에 맞는 방법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뉴튼 공립 학교는 괴롭힘 및 보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이 없는 환경을 제공할 것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학교 사회의 어떤 구성원도 괴롭힘 및 보복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의 
차별에 참여하거나, 학교 사회의 어떤 구성원의 기타 시민권을 해하는 것도 본 방침을 
위반하는 것이다. 괴롭힘 및 보복을 포함한 차별은 어떤 형태라도 용납되지 않는다. 
 
괴롭힘이란 개인의 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종교, 장애, 
연령, 유전 정보, 현역/퇴역 상태, 결혼 상태, 가족 상태, 노숙 상태, 조상, 민족 배경, 국가 배경, 
또는 주 또는 연방 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범주에 관련되며, 개인이 그 지역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하거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거나, 또는 위 개인의 교육 또는 작업 
환경에 부당하게 간섭함으로써 해가 되는 교육 또는 작업 환경을 조성할 목적이나 영향을 
갖거나, 또는 그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해가 되는 교육 또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달갑지 
않거나,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물리적이거나, 글 또는 말의, 또는 전자적 행위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뉴튼 공립 학교는 본 방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발각된 학교 
사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학교 커뮤니티 구성원의 누구라도 다른 학교 커뮤니티 구성원을 여하한 형태의 보복을 
당하도록 하는 것은 본 방침의 위반 행위가 되며, 상기 보복이란 차별에 대한 불평을 보고 
또는 고소하거나, 조사에 협조하거나, 또는 학교 커뮤니티의 다른 구성원이 이러한 행동을 
보고하거나 이를 고소하거나, 또는 본 방침에 의해 금지된 것으로 상당히 믿어지는 모든 
행동이나 관행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강압, 협박, 간섭, 처벌, 차별, 또는 괴롭힘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자신 또는 다른 학교 커뮤니티 구성원이 괴롭힘 및 보복을 포함한 어떤 형태로든지의 차별의 
희생자라고 믿는 모든 학교 커뮤니티 구성원을 해당 행위를 보고하거나 고발해야 한다. 
학생은 학교 교원, 직원 또는 관리자 누구에게도 보고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다. 학교 
커뮤니티의 구성원에 의한 보고 또는 고발은 해당 방침이나 고충 처리 절차에 정해진 지정된 
임원 또는 인사 책임자에게 할 수 있다. 뉴튼 퍼블릭 스쿨(Newton Public Schools)은 괴롭힘 
및 보복을 포함한 차별, 또는 기타  민권 침해에 대한 공식 또는 비공식, 서면, 구두의 모든 
보고 또는 고발이나 기타 신고에 대해 즉각 응하고 조사해야 한다.  
 
Newton Public Schools는 모든 보고 또는 불평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비밀리에 조사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조사 후 학교 커뮤니티의 
다른 구성원에 대해 괴롭힘 및 보복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의 차별을 저지를 것으로 
밝혀진 학교 커뮤니티 구성원은 누구든지 적절한 징계 및 교정 조치를 받는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적 조치도 취해진다. 
 
인사 최고 책임자는 학교 위원회, 행정, 교원, 직원, 학교 자원 봉사자, 그리고 Newton Public 
Schools를 위해 근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에 대한 학구 ADA, Title VI, Title IX, 그리고 성적 
괴롭힘 조정자(Sexual Harassment Coordinator), 그리고 고충 처리 임원(Grievance 
Officer)으로 지정되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Executive Director of Human Resources 
100 Walnut Street 
Room 201 
Newton, MA 02460 
(617) 559-6005 

 
학생 서비스 조교육감은 Newton Public Schools District의 학생들을 위한 학구 ADA, Title 
VI, Title IX, 그리고 성적 괴롭힘 및 민권 조정자(Sexual Harassment and Civil Rights 
Coordinator)로 지정된다. 또한 학생 서비스 조교육감은 학구 504 조정자(District 504 
Coordinator)이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Assistant Superintendent for Student Services 
100 Walnut Street 
Room 320 
Newton, MA 02460 
(617) 559-6025 

 
Newton Public Schools의 방침 및 프로토콜, 해당 법, 학칙 및 규정의 준수, 그리고 
불만사항에 관한 질의 역시 인사 최고 책임자에게 할 수 있다. 법, 교칙, 규정 및 준수에 관한 



 
질의 역시 매사추세츠 초/중등 교육부 또는 미국 교육부 민권실(Office for Civil Rights, U.S. 
Department of Education, 5 Post Office Square, 8th Floor, Suite 900, Boston, MA 02109; 
(617) 289-0111; Email: OCR.Boston@ed.gov; 웹사이트: www.ed.gov/ocr)에 할 수 있다.  

 
B. 차별이나 괴롭힘과 관련한 고발 절차 

 
Newton Public Schools는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괴롭힘과 보복을 포함한 차별이 
없는 안전한 학습 및 작업 환경을 제공할 것을 확실히 합니다. Newton Public Schools는 
학교 커뮤니티 내에서 괴롭힘과 보복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Newton Public Schools는 괴롭힘과 보복을 포함한 모든 차별 혐의에 즉각 응하여 철저히 
조사하며 모든 학교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안전하고 동등한 학습 및 작업장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징계, 교정 및 치료 조치를 취합니다.  
 
학생이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끼거나, 보복을 당하는 위치에 있다고 느끼면, 이 
학생은 아무 학교 직원 및/또는 자신의 학교 교장에게 불만을 보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학교 커뮤니티의 다른 구성원이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끼거나, 보복을 당하는 
위치에 있다고 느끼면, 당사자는 자신의 상사나 인사 책임자와 함께 보고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다. 차별, 괴롭힘 및 보복 금지 방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모두 적절한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Newton Public Schools는 위의 방침과 괴롭힘 및 보복을 포함한 차별 방지 프로토콜에 따라 
모든 보고 및 불만 사항을 조사한다. 위 프로토콜은 Newton Public Schools 웹사이트 내 
Families 페이지에 있다. 
 

C. 직원을 위한 왕따 방지 및 중재 전문 교육 
 

Newton Public Schools는 매년 모든 직원들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하며, 이 교육에서 
학구의 방침, 계획과 절차들을 검토하고, 학구의 왕따 방지 및 중재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직원에게 알려주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 훈련을 제공한다: 

 
a. 왕따 중지를 위한 중재 전략들. 
b. 왕따를 하는 사람, 목표가 되는 사람, 증인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력의 차이와 

복잡한 상호 작용에 관한 정보. 
c. 왕따 받기 쉬운 학생 지원에 관한 정보.  
d. 모든 학생에게 왕따 및 괴롭힘을 방지하거나 대응하는 기술, 지식 및 전략을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e. 전자 통신 왕따에 대한 정보.  
f. 전자 통신 왕따와 연관된 인터넷 안전 문제들 
g. 보고, 중재, 조사, 신고 및 고발.  
h. 계획(Plan) 중인 절차 및 의무. 

 
또한 학구는 자신의 학교에서 왕따 방지 커리큘럼을 가르칠 교사들을 연수시킨다.  
 
뉴튼에서는 종합적인 왕따 예방 및 중재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이 사이트는 방침, 계획과 
절차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며, 온라인으로 왕따 사례를 보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이 사이트는 학생, 학부모 및 직원들에게 왕따에 관련한 교육을 
제공하며, 유용한 정보 및 관련 사이트 링크를 제공한다. 뉴튼 공립 학교 왕따 방지 및 
중재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respect.newton.k12.ma.us. 

 
D. 18세 학생들의 권리 

 
학생이 18세가 되었을 때, 그 학생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 

http://www.ed.gov/ocr
http://respect.newton.k12.ma.us/
http://respect.newton.k12.ma.us/
http://respect.newton.k12.ma.us/


 
 

1. 학생은 자신의 결석계에 서명할 수 있으며, 그러나 학교 직원이 결석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2. 학생은 자신의 현장 견학 수업 허가서에 서명할 수 있다. 
3. 학생은 자신의 학교 성적표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4. 학생은 학부모나 후견인의 허가 없이 학교를 그만둘 수 있다. 
5. 학생의 개별 교육 계획(IEP)에 대한 동의권 또는 거부권을 포함하여, 특별 교육 

절차와 관련하여 학부모나 후견인이 갖는 모든 권리를 학생이 가진다. 
 

E.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권리  
 

G.L. c. 71B 및 2004 장애인 교육령, 20 U.S.C. §1400 et seq. (IDEA)에 따라 모든 학생은 
무상의 적절한 공 교육을 제약 사항이 최소인 환경에서 받아야 한다. 아래의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이 학생은 상기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  
 

a. 학생의 나이가3세에서 22세 사이이다. 
b. 학생이 고등학교 수료증이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획득하지 않았다. 
c. 학생에게 진도가 효과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애가 있다 

 
유아기 특수 교육: 
 
특수 교육 규정에 따라, 뉴튼 교육부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취학 전 
프로그램과 관련 보조 서비스를 3세 아동부터 시작하여 제공한다.  

 
학생이 18세가 되기 일 년 전에, 개별 교육 계획(IEP) 팀은 그 학생에게 18세 학생에게는 
특수 교육 및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18세가 되면, 이 학생은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IEP에 서명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예외가 만들어질 수 있다: 

 
a. 부모가 후견인으로 지정될 것을 요구하고 관할 지역 법원이 이것을 인정하면, 

부모는 모든 의사 결정 권한을 계속 유지한다. 
b. 학생이 성인(18세)이 되고, 법원의 반대 조치가 없는 한, 학생은 부모가 개별 

교육 계획(IEP)에 함께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부모(또는 
자발적 성인)와 의사 결정을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선택은 팀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문서화되어야 한다. 의사 결정권을 학생과 
공유하기로 한 부모나 다른 성인과 성인이 된 학생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을 
경우 학생의 결정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c. 학생이 성인이 되고, 법원의 반대 조치가 없는 한, 학생은 지속적인 
의사결정권을 그의 부모나 다른 자발적 성인에게 위임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선택은 최소한 한 명의 학구 대표자와 다른 한 명의 증인의 입회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문서화하여 학생기록부에 보존해야 한다. 

 
1. 섹션 504 편의 시설 계획 

 
섹션 504 편의시설 계획은 장애 학생들의 교육 장벽을 제거하고 이들이 교육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기 위하여 개발되고 시행되었다.  섹션 504 편의 
시설 계획은 일반 학급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반 
학급의 일부 변경을 포함하는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을 명확히 수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학생이 504 편의 시설 계획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장애인 판정을 받으려면, 학생은 한 가지 이상의 주요한 일상 
생활에서 실질적인 제한이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하며, 또는 
그런 장애 기록이 있거나, 그런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주요한 일상 
생활에는 자기자신을 돌보기, 수작업 하기, 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숨쉬기, 
작업하기 및 배우기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2. 특수 교육을 위한 학부모 자문 위원회(PAC) 

 
특수 교육을 위한 뉴튼 학부모 자문 위원회(뉴튼PAC)는 아이들이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뉴튼 가족을 위한 변호, 정보 및 공동체와의 연결을 제공한다. 특수 
교육 규정에는 “특별 요구가 있는 아이들의 교육,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학교 위원회에 조언하도록” 모든 학구에 PAC를 설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뉴튼PAC은 모두 자원봉사자로만 구성된 집단으로, 학부모, 교육자, 제공자, 그리고 
관심이 있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을 환영한다. 뉴튼PAC에서는 매달 회의를 
개최하며, 이를 통해 다른 부모들, 학교 직원 및 외부 강사와의 연결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현재 뉴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뉴튼PAC 가족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화제들도 제공한다. 웹사이트 www.newtonPAC.org를 방문하면 학생 
서비스국(617) 559-6025 이나 자신의 학교 교장에게 물어 자신의 학교의 NewtonPAC 
대표 이름을 알 수 있다.  

 
 

II. 표현의 자유권 
 

A. 언어의 자유 
 

모든 학생은 자신의 관점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으며, 그 표현을 막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그것과 함께 일부 책임도 수반하는 권리이며,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에는 장소, 방식 및 시간과 같은 것에서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B. 출판 보도의 자유 
뉴튼 학교 위원회는 1988년3월14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과시켰다: 
 
“뉴튼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과 관점을 위하여 적법한 공개 토론의 장을 제공해 온 자랑스런 
출판 및 공연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 중고등학교들은 학생과 교원들이 미국 헌법 수정 
제1조 권리들을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항상 지원해 왔다. 
뉴튼 학교 위원회는 각 교장들이 우수한 자격을 갖춘 교원 자문들을 계속 위촉할 것이라고, 
또한 학생들이 중상, 비방,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 업무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을 피하면서, 최고로 높은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C. 집회의 자유 
 

학교 내에서 정치적, 사회적, 운동적 혹은 기타 적절하고 합법적인 협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는 집회의 시간, 방식 그리고 장소와 관련하여 타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D. 청원의 자유 

 
학생들은 정규 수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활동 내에서, 학교 내/외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탄원서에 자유롭게 서명을 받을 수 있다.  

http://www.newtonpac.org/


 
 

E. 종교의 자유 
 

뉴튼 공립 학교는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방해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 종교나 성경은 
문학적 혹은 역사적 관점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그러나 발표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III. 학생 생활 기록부에 관한 학생과 가족의 권리 
 

가정 교육권 및 사생활법(FERPA)(20 U.S.C. § 1232g)은 부모들과 18세 이상 학생들(“자격이 있는 
학생들”)에게 학생의 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권리를 제공한다.  
 
이들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지역 교육부가 생활 기록부의 열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안에 그것을 점검하고 검토할 
수 있는 권리. 부모 또는 자격이 있는 학생은 그들이 점검하고자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서면 
요청서를 학교의 교장(또는 담당 교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장은 열람을 위한 약속을 
잡고, 기록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부모나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2. 부모나 자격이 있는 학생이 부정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생 기록들에 대해 뉴튼 

공립 학교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들은 학교 교장에게 서면으로, 어떤 부분의 
수정을 변경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지역 교육부가 부모나 자격이 있는 학생이 요청한 기록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부모나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이러한 결정을 알려야 하고, 수정 요청 
공청회를 열 권리가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 공청회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는 부모나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공청권을 알릴 때 제공된다. 

 
3. FERPA가 FERPA 규정, 34 CMR 99.31에 기술된 동의 없이 공개를 허락한 범위 외에는, 

학생의 생활 기록부에 포함된 개인 신원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하는 권리. 이러한 공개 
허락은 34 CMR 99.34의 요건에 따른다. 동의 없이 공개가 허락되는 예외 중 한 가지는, 
합법적인 교육의 목적으로 교직원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교직원이라 함은 지역 교육부가 
채용한 행정 업무자, 감독자, 강사, 혹은 지원 직원들(건강 또는 의료 직원 및 법 시행단 요원), 
학교 위원회 업무를 하는 사람, 지역교육부가 특별 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을 맺은 사람이나 
회사(변호사, 회계 감사관, 의료 자문위원 또는 치료사), 징계 또는 불만 위원회와 같은 공적 
위원회에 봉사하거나 교직원의 업무 수행을 도와주는 부모나 학생을 말한다.  교직원이 
자신의 직업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학생 생활 기록의 열람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 교직원은 
합법적인 교육적 목적을 가진다. 

 
4. 지역 교육부가 FERPA의 요구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고 의심되면 미국정부 교육부에 불만 

신고를 할 권리. FERPA를 관리하는 사무실의 주소와 이름은 미국 교육부의 가정 정책 준수 
감시실(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8520)이다. 

 
학생 기록 열람은 FERPA와 비슷한 규정인 매사추세츠주 학생 기록 규정도 따른다. 603 CMR 
23.00을 볼 것. 그러나603 CMR 23.07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603 CMR 23.07(5) 조항에 
따라, 학부모나 자격이 있는 학생은 학생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권은, 603 CMR 23.07(5) 
조항에 규정된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실제적으로 최초 열람 요청 후 
1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열람권 요청이 접수되면, 기록의 물리적 위치와 상관 없이 전 학생 
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Newton Public Schools에서는, 학생의 영구 생활 기록부(즉 이름, 주소, 전화번호, 부모 정보, 
수업명, 학년, 최종학년 및 학년도의 기록)를 60년 동안 보관한다. 임시 정보(건강 기록을 포함한 
기타 모든 정보)는 학생이 학교를 떠나거나 졸업한 후 7년 안에 폐기한다.  
 
위에 명시된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 후견인,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직접적으로 학생과 
함께 작업을 한 학교 직원 이외에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부모, 후견인 또는 자격을 갖춘 학생의 
분명한 서면 허락 없이는 학생의 기록부를 열람할 수 없다. 학교 교장이나 그의 지정인은 일시적인 
기록에 포함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오래된, 또는 무관한 정보를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파기할 수 있는데, 단 파기하기 전에 부모나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이들에게 어떤 
정보든 점검하고 복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모와 14세 이상 또는9학년 학생(어떤 경우건 빠른 쪽)에게는 의료 기록을 포함하여 적절한 
기록을 볼 권리가 있다. 그들은 학교 교장에게 연락하여 약속을 요청해야 한다. 부모나 자격을 갖춘 
학생은 요청에 따라 학생의 기록 전부 혹은 어떤 부분이건 사본을 받을 수 있다. FERPA의 절차에 
따라, 이들은 학생 기록에 관련이 있는 의견, 정보 또는 기타 문서화된 자료를 추가할 권리가 
있으며, 또는 정보의 개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팀 평가에 의해 기록에 들어간 정보는 
제외). 회의 후 일주일 이내에, 교장은 기록에 대한 이들의 거부에 대해 결정을 문서화해야 한다. 
교장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부모, 후견인 또는 자격이 있는 학생은 교육감에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학교 위원회에 이 결정에 대한 항소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이 Newton Public Schools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경우, 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학생의 전 
기록이 새 학교로 옮겨진다. G.L. c.71, §37L과 603 CMR 23.10(1)에 따라 이 방침이 통지된다. 
부모는 이전된 학생 기록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생 기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부정확한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대한 개정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A. 정확한 연락 정보의 중요성 
 

학부모는 Newton Public Schools의 학부모 포털인 Skyward’s Family Access를 통해 직접 
비상 연락 정보를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다. 이 기능을 통해 부모와 후견인은 안전한 온라인 
포맷으로 그들의 연락 정보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다. 필수 비상 연락 정보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현재 집 주소와 전화 번호, 학부모/후견인의 직장,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사고나 긴급 상황 시, 학교에서 학부모/후견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두 명의 이웃이나 가까운 친척들의 이름과 전화 번호가 있다. (이들의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 이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부모/후견인들이 이 정보(예: 주소, 전화 
번호, 사업, 혼인 상태의 변경)를 늘 최근의 것으로 조정/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정보는 최신 리버스 911 연락 체제에 이 정보가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정보는 학교-부모 간 연락 체계로, 이를 통해 학교에서는 긴급 상황, 학교 행사 및 학생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전화 연락을 할 수 있다. 이 연락 체제를 통해 학교 
관리자들은 개별 음성 메시지 및/또는 이메일을 각 가정의 집, 직장 혹은 핸드폰으로 보낼 수 
있다. 
 
Skyward’s Family Access 웹사이트 링크는 빠른 링크 및 가정(quick links and the Families) 
탭 아래의 학구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http://www.netwon.k12.ma.us/. 

 
 

IV.  정기적 출석에 관한 의무 
 

매사추세츠주 법(G.L. c.76, §1)에 의하여 6세에서 16세 사이의 사람은 누구나 학교에 정규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아픈 날을 제외하고는 학생을 매일 학교에 출석하게 하는 것이 학생, 가족, 그리고 
학교의 공통된 책임이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 직원은 
법적 조치를 통하여 그리고/또는 매사추세츠주 사회봉사과를 통하여 학생과 학생의 가정을 도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생이 16세가 되었을 때, 부모나 후견인이 허락하면 이 학생은 학교를 자퇴할 수 있다. 부모(들) 
혹은 후견인(들)은 학생이 자퇴하기 전에 교육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만나 학생이 자퇴하는 이유에 
대해 그리고 이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학생이 이 
절차에 따라 학교를 자퇴하더라도 교육을 재개할 수 있음을 학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G.L. c.76, §18에는 학생이 학교를 영구히 떠났음을 공식화 하는 과정이 규정되어 있다. 수정된 
Section 18에서 요구되는 바, 학생이 마지막으로 출석한 학교의 관리자는:  

● 학생이 열흘 연속 결석하면 이후 닷새 이내에 학생에게, 그리고 부모 혹은 후견인에게, 
실질적으로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와 영어 두 가지로 통지해야 하며, 이 통지서에는 
학칙에 규정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통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퇴학자 면접을 위해 최소 두 번의 날짜와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퇴학자 면접을 해야 하며, 부모나 후견인을 포함시키고자 교육감이나 지정인이 선의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부모나 후견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 퇴학자 면접에 교장, 지도 상담사, 교사, 출석 조사관 및 기타 관련이 있는 학교 직원과 같은 
교직원 팀을 포함시켜야 하며, 학생에게는 고교 졸업장을 얻는 것의 혜택, 학교를 떠나는 
것의 악영향, 그리고 이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고등학교 퇴학 중재에 관해 더 많은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 문서에 있다:  
오랜 결석 후에 학생이 학교에 재등록을 할 수는 있지만, 빠진 기간 동안 학문적 진척의 부족으로 
학점과 다음 학년으로의 진급이 심히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뉴튼 공립 학교는 장기간 여행으로 
인한 오랜 결석은 자제해주기를 강력히 권하는데, 교사들이 미리 숙제를 내줄 수도 없고, 수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긴 시간에 걸쳐 그 학생에게 필요한 보충을 해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학생이 교내에 있을 때, 그 학생은 모든 정해진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한 학기 
동안 한 과목 수업에 두 번 이상 무단 결석하면 그 학기에 “N" 점수를 받게 된다. 일주일에 네 번 
있는 수업에 여덟 번 이상 결석하거나, 일주일에 두 번 있는 수업에 네 번 이상 결석하면, 이 또한 그 
학기에 “N” 점수를 받게 된다. 만약에 이 결석이 질병의 연장이나 특별한 상황에 의한 것이면, 교사, 
상담사, 그리고 교감 간에 협의를 거쳐 문자 등급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교환학생으로서의 여행, 
필요한 특별 평가,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표준 시험(MCAS와 같은), 혹은 개별 교육 계획(I.E.P) 
모임으로 인한 결석은 “N” 점수 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 견학 수업과 운동경기 참여가 
포함되는 기타 모든 결석은 “N”점수 계산에 해당한다.  
 
학생이 늦거나 결석할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9시 전에 그리고 고등학생은 10시 전에 학생의 
결석을 학교에 알려야 한다. 학교장은 학부모가 전화해야 할 적절한 번호를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 
유치원에서5학년까지 학생이 해당사항을 학교에 연락하지 않으면, 부모나 후견인에게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 학생의 긴급 연락 카드에 있는 정보가 사용될 것이다.  
 
만약 학생이 학교에서 일찍 나와야 한다면, 부모나 후견인으로부터 반드시 통지가 있어야 한다. 
학교 사무실에서, 알려준 시간에, 부모나 후견인이 학생을 데려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은 학교를 떠날 수 없다. 
 
 

V. 학습 윤리에 관한 의무 
 

뉴튼 공립 학교의 학생들은 매우 자유롭게 각자가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글을 쓸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직하게 작업을 해야 하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작업을 자기의 작업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작업을 다른 사람이 복사하게 해서도 안 되고, 시험 전에 시험 정보를 얻거나 이러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도 안 된다.  
 
빠르면 2학년부터, 교사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필기를 할 때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기 시작하고, 정보를 전달할 때 정직함이 가치가 있음을 매 단계마다 강화한다. 두 곳의 뉴튼 
고등학교 교사들은 매 과목 수업을 시작할 때 표절, 부정행위, 그리고 위조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런 



 
행동들을 피해야 하는 학문적이고 윤리적인 이유에 대하여 학생들과 이야기한다. 교사들은 또한 
이러한 표절, 부정행위, 그리고 위조에 대하여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표절, 부정행위, 위조의 결과/처분: 만약 교사와 학과장 또는 교감이 보기에 위반행위가 일어났다고 
여겨지면, 해당 학생을 만난다. 이러한 위반행위를 학생이 처음 한 것으로 결정하면, 
 

● 해당 과제에 대하여 학생은 0점을 받는다.  교사와 학과장은 이 학생에게 과제를 다시 할 
기회를 줄 것인지 그리고 0점이 그 학기 점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결정한다. 

● 교사나 학과장이 교감에게 이 일을 알린다. 그러면 교감은 학생 기록부에 공식으로 
기록하지 않고 학생별로 각각의 위반을 기록해 둔다. 교감은 첫 위반으로도 학생의 정학을 
선택할 수 있다. 

● 교사, 학과장 또는 교감이 학부모나 후견인에게 알린다. 
 
학생의 위반행위가 두 번째라고 판정되면:  

● 그 학생은 그 과제에 대하여 다시 제출할 기회 없이 0점을 받으며, 그 학기의 점수에 0점이 
반영된다.  

● 학생은 징계 처분을 받는다. 
 
이보다 더 많은 위반행위에는 더 심각한 징계 처분이 이어진다. 
 
또한 Newton Public Schools는 기술 및 온라인으로 허용 가능한 사용에 관한 방침과 지침들이 
있으며, 초등학생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을 사서가 설명해 준다. 상기 방침 및 지침들은 Newton 
Public Schools 웹사이트www.newton.k12.ma.us Families 페이지에 있다. 
 
 

VI.  기술 및 온라인으로 허용 가능한 사용 
 

A. 개인 전자 기기 
 
개인 전자 기기(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스마트폰, iPods, MP3 플레이어, 핸드폰, 카메라 
등)는 각 학교 방침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학교 건물 안에서 사용할 수 없다. 
학교 건물의 지정된 장소에서 이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학생, 교원 또는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교사의 허락 하에 사용하는 것 외에는, 교실 안에서는 이 기기들을 감추고 전원을 
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장비는 압수되어 교감, 교장 또는 지정인에게 넘겨질 수 
있다. 교원이나 관리자의 요청에도 전자 기기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압수된 장비는 학교가 끝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하며, 그때에도 교감, 교장 또는 
지정인의 재량에 의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다. 

 
B. Newton Public Schools의 기술 및 온라인 자원의 사용 허가 범위 

기술 및 온라인 사용 허가 범위 방침 (학교 위원회가 16년 7월 18일 채택) 
 
NPS 온라인 자원, 인터넷, 학습 및 데이터 시스템, 그리고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사용하는 
동안의 개인 기기를 포함한 Newton Public Schools (NPS)의 기술 기기 사용은 NPS의 교육 
미션에 맞는 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유 자원, 소프트웨어의 사용, 
지적 재산권, 정보 소유권 및 시스템 보안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직원 또는 
학생의 적절한 행동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대는 NPS의 온라인 자원, 인터넷, 학습 및 
데이터 시스템, 그리고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사용하는 동안의 개인 기기를 포함하는 
NPS의 기술 기기의 사용에 적용된다. 본 방침이나 적용 가능한 지침에 반하는 NPS의 
온라인 자원, 인터넷, 학습 및 데이터 시스템, 그리고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사용하는 동안의 
개인 기기를 포함하는 NPS의 기술 기기의 사용은 모두 허용되지 않으며 금지된다. 

http://www.newton.k12.ma.us/


 
 
학생들은 NPS의 온라인 자원, 인터넷, 학습 및 데이터 시스템, 그리고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사용하는 동안의 개인 기기를 포함하는 NPS의 기술을 항상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직원의 상시 감독을 포함할 수 있는 엄격한 제약이 뒤따른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 담당 직원이 부모나 후견인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NPS의 온라인 자원, 
인터넷, 학습 및 데이터 시스템, 그리고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사용하는 동안의 개인 기기를 
포함하는 학교의 모든 기술 기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학생의 권리 및 의무 핸드북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Newton Public Schools는 학생의 기술 및 온라인 사용 허용 범위 
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함)을 제정했으며, 이는 Newton Public Schools의 웹사이트 내, 
NPS의 기술 및 온라인 자료에 대한 학생들의 사용 범위를 규정하는 부분에 나온다.  
 
Newton Public Schools는 학생의 기술 및 온라인 사용 허용 범위 지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책임감 있고 안전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징계 조치가 따를 수 
있다. 위 지침은 Newton Public Schools 웹사이트 내 Families 페이지에 있다. 

 
 

VII.  외양에 관한 의무 
 

뉴튼 공립 학교는 본질적으로 복장에 대한 특별 규정은 없지만, 학업 분위기에 맞게 적절한 복장을 
해야 할 의무는 있다. 옷으로 인해 교육 과정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학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한에는 옷과 액세서리가 포함된다. 이 지침에 따라 학생은 머리 
길이, 옷, 기타 외양의 모습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VIII.  바른 품행에 관한 의무 
 

학교 직원 모두를 포함하여 학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과 그들의 재산에 대해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기대는 동료 뿐 아니라 모든 학교 직원에게 적용되며, 그들이 수업 
중이거나 학교 건물에 있을 때, 학교 버스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차량에 타고 있는 동안을 포함하여 
학원 안과 밖 모두에서 행해지는 학교 후원의 모든 활동 시간 중에도 적용된다. 특기할 것은, 이런 
규율과 규정을 위하여, 학교 버스는 학교 재산이고 버스 운전자는 학교 직원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학생은 이 규율과 규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불법적인 활동(불법 약품, 술, 혹은 무기의 소지나 사용, 
또는 규율 지침의 위반)이 포함된 상황을 스스로 피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스스로 피하지 않은 
학생은 규율 지침 D20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뉴튼 공립 학교 공동체 성원으로서 바르게 행동하도록 돕기 위해 지원을 
하고 행동 조정을 한다. 학교 직원들은 학생의 일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않으면서 학생이 행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그러나 몇몇 유형의 행동에는 정학과 퇴학이 포함된 징계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징계 조치에 더하여, 규율 지침의 위반은 주법령 및/또는 뉴튼 공립 학교와 뉴튼 
경찰국 간의 양해 각서에 따라 경찰 신고가 될 수도 있다(전체 양해 각서에 대해서는 
사이트오류! 하이퍼링크 참조가 잘못되었습니다. 내 참고). 
 

A. 긴급 중재 
 

1. 예방 및 행동 지원 방침 ( 학교 위원회가 2015년 12월 22일 채택) 
 



 
Newton Public Schools는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정서적으로 힘이 되는 학교 환경에서 
교육 받아야 된다고 믿는다. 사회 정서적 학습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 사항이다. 그러나 
학생이 자신의 안전 및 Newton Public Schools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불안전한 상황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Newton Public Schools 직원이 그 위험성과 중재의 
유익을 면밀히 따져 보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불안전한 상황은 구두 중재와 긍정적 행동 
지원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 Newton Public Schools는 가능한 한 물리적 
제약을 사용하지 않으며 그렇더라도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함을 분명히 한다. 
물리적 제약이 필요한 경우, 물리적 제약을 안전하게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물리적 제약의 예방 및 안전한 사용에 관한 규정(603 CMR 46.00)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상기 규정은 초/중등 교육부(Depart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DESE)에 의해 제정되어 2016년 1월 1일 부로 시행되고 있다.  
 
DESE 규정에 따라 물리적 제약은 학생의 행동의 자유를 막거나 현저히 제한하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뜻한다. 물리적 제약은 다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술을 
가르치거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거나, 위안을 주거나 또는 물리적 에스코트를 할 때 
신체적 안내 또는 유도를 제공하면서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잠시 동안의 신체 
접촉.  
 
물리적 제약은 학생이나 Newton Public Schools의 기타 구성원을 공격이나 임박한, 
중대한 신체적 상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Newton Public Schools는 물리적 제약을 긴급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만, 그리고 
다른 덜 침해적인 대체 수단을 시도했으나 효과가 없었던 경우에만 사용한다. 603 CMR 
46.04(2) 또는 603 CMR 46.04(3)에 따라 훈련을 받은 학교 직원만이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약을 행사해야 한다. 
 
배제 타임 아웃(Exclusionary time-out)은 학생이 진정의 목적으로 교실을 나가도록 지시 
받는 경우 직원이 지시하는 행동 지원이다. 이것은 학생이 교실에서 불안전하거나 
과도하게 지장을 주는 상황을 만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배제 타임 아웃 동안 학생은 계속해서 직원에게 관찰된다; 직원은 언제든지 
학생이 부르면 와야 한다; 그리고 배제 타임 아웃에 사용되는 공간은 깨끗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이고 진정에 도움이 되는 장소여야 한다. 학생이 진정이 되는 즉시 배제 타임 
아웃은 종료되어야 한다.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학교 직원은 배제 타임 아웃에 처해진 학생과 함께 있어 
주어야 한다. 학교 직원이 학생과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하지 못한 경우, 학생은 출입문을 
닫고 배제 타임 아웃에 처해질 수 있다; 직원은 학생이 진정되었는지를 판정해야 하기 
위해 학생을 계속 관찰하고 대화할 수 있는 타임 아웃 공간 밖에서 언제든지 대기해야 
한다. 격리는 학생이 방이나 신체적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한 공간에 홀로 가두는 
비자발적 감금이다. 격리는 금지된다. 격리에는 603 CMR 46.00에 규정되고 상기에 
기술된 배제 타임 아웃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리적 제약이 이루어진 후, 부모 및 행정 직원에게 즉시 이를 고지해야 한다. 고지 및 
서류 작성은 603 CMR 46.06에 요구되는 것과 같이 이루어진다. 배제 타임 아웃이 
시행되면 물리적 제약과 마찬가지의 고지 및 문서 작성에 따라 기록이 된다.  
 
Newton Public Schools는 603 CMR 46.00에 따라 도전적이고 불안전한 행동에 
적절하고 일관성 있고 대처하도록 직원을 교육하고 안내하기 위한 문서화 된 방지 및 
행동 지원 절차를 개발할 것이다. 이들 문서는 매년 검토되고 직원 및 부모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직원을 603 CMR 46.00에 따라 연간 단위로 연수를 받는다. 

 



 
2. 위험성 평가 
 

이에 더하여, 학생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학생의 안전성을 위협할 경우, 학교는 그 
학생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기에 앞서,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험성 
평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  

 
B. 학생의 알코올, 담배 및 마약류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 (학교 위원회가 2016년 7월 18일 채택) 

 
학생은 그 수량에 상관 없이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 모든 담배 제품, 훈증/E-cigarettes(전자 
담배), 마리화나, 스테로이드제, 또는 기타 규제 약물을 사용, 소비, 자신의 시스템에 소지, 
소유, 판매 또는 구매, 또는 선물해는 안 된다. 학교 위원회는 학생이 알코올, 담배 제품, 또는 
마약류를 학교 경내 또는 모든 학교 기능 장소(function)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방침을 어기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규제 약물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G.L. c.94C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약물들(예 코카인, 마리화나, LSD, 스테로이드제) 
● 처방 약품이나 비처방 약품의 오용 
● 환각 효과를 목적으로 오용되는 제품들(예 에어로졸, 솔벤트) 
 

모든 학생은 수업 시간 동안, 학교 건물에서, 또는 학교 지원의 행사 어디에서건 술 및/또는 
불법 약품을 소지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금지된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사용하거나 영향 하에 있음 
● 소지 
● 구매 시도 
● 판매/보급의 의도나 시도 
● 판매 또는 보급하기 
● 마약 사용 용품의 소유 

 
게다가, 불법 약품이나 술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어떤 개인과 어울리고 있다는 것을 학생 
자신이 알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빠져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규율 지침 D20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침을 위반한 학생은 이 안내서의 규율 지침과 정학/퇴학 부분에 상술된 바 
퇴학에까지 이르는 징계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만약 학생이 규제 약물의 영향 하에 있거나, 
소지하고 있거나, 판매하고 있는 것이 적발된 경우, 학교는 경찰 청소년 담당관과 협의할 수 
있다. 또한 학교는 NPS와 뉴튼 경찰국 간의 양해 각서에 나타나 있는 대로, 법 위반을 
처리하기 위해 뉴튼 경찰국에 적극 협조한다. 양해 각서 전문은 
웹사이트www.newton.k12.ma.us의 Families 페이지 참고. 
 
이런 남용에 대한 규율적 대응에 더하여 또는 대응의 한 부분으로서, 예방 및 중재 서비스에 
대해 학생과 가정에 통보함으로써 안전하고 마약 없는 환경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 
전반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학생이 술이나 불법 약물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학교 방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경우, 이를 스스로 밝히거나 도움을 청할 때는 어떠한 징계 조치도 내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이 술 및/또는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은 어느 때건 잠재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학생과 학교 공동체의 관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술과 다른 마약 관련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폭넓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학생의 교감 또는 부교장, 지도 
상담사, 예방/중재 상담사로 구성된 여러 규율 학생 지원 팀은 각 학교에서 프로그램 활동을 

http://www.newton.k12.ma.us/


 
수행한다. 이 지원 프로그램을 열람하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학생의 해당 중학교 
지도부, 뉴튼 북 고등학교 예방/중재 상담사(617-559-6237), 뉴튼 남 고등학교 예방/중재 
상담사(617-559-6577), 또는 체육, 건강 및 안녕 K-12 조정자(617-559-9090)에게 전화하면 
된다. 
 
위에 간략히 기술한 규정과 규율들에 더하여, 운동 선수들은 매사추세츠주 학교 간 운동 
협회의 규정과 규율 또한 준수할 의무가 있다. 

 
1. 음주 측정기와 보호 구치 

 
모든 학교 활동을 알코올 사용이 없는 안전한 것으로 하겠다는 뉴튼 공립 학교의 명시적 
목표에 따라, 수업에 있거나 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학생이 알코올의 영향 아래 
있다는 합당한 의심이 들 때, 교장이나 그의 지정인은 그 학생에게 소극적이건 
적극적이건 개인 음주 측정기를 사용할 재량권이 있다. 학생이 알코올의 영향 아래 
있음이 밝혀지면, 이 학생은 규율 조치 M12 의 대상이 된다. 수업이나 학교 행사에서 
학생이 알코올이나 기타 마약의 영향 아래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학부모나 후견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학부모나 후견인과 연락이 안 되면 경찰이 학생을 보호 구치하게 
된다. 
 

C. 담배에 관한 의무 
 
G.L.c.71, §2A에 따라, 그리고 뉴튼시 조례와, 학생의 알코올, 담배 및 마약류 사용을 
금지하는 뉴튼 공립 학교의 방침에 따라 모든 학교 시설, 학교 운동장, 학교 버스에서, 학교 
직원을 포함하여 어떤 개인도 어떤 유형이건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을 엄격히 금한다. 
 
담배 제품 유형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a. 유연성 
모든 유형의 연기 나는 담배로, 궐련, 시가, 소형 시가 또는 엽궐련, 파이프 담배, 
클로브 담배, 블런트 랩 및 기타 담배 제품을 태워 연기가 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b. 무연성 
연기 나지 않는 담배 제품으로, 담그는 담배, 코로 들이마시는 담배, 씹는 담배, 
스누스 담배, 스핏 팩 담배, 향이 있는 담배 및 용해 제품들 그리고 태우지 않고 
삼키는 유형의 기타 모든 담배 제품들. 

c. FDA-승인을 받지 않은 니코틴 전달 제품들 
전자 궐련(E-궐련), 개인용 증발기(PV), 혹은 전자 니코틴 전달 제품들  

 
또한 담배 연기 없는 뉴튼 시 조례 Art. I. Secs 20-7 및 20-8 (Rev. Ords. 2012, Ord. A-42, 
06-16-14)에 따라, Newton North High School 운동장 주변 구백(900) 피트 이내의 보도나 
기타 공공 장소에서는 불이 붙었거나 연기가 나는 권련, 시가, 파이프의 흡연, 소지, 또는 
들고 다니는 행위나, 또는 전자 담배(e-cigarette)의 사용이 금지된다. 보건 복지부(Health 
and Human Services) 감독관은 이 조례의 조항들을 집행하기 위해 뉴튼 북 고등학교 
직원을 대리로 임명하였다. 

 
D. 흉기류에 관한 의무 

 
모든 학생과 직원을 위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무기를 
지녔거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학생은 누구든 퇴학 공청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정학 조치될 것이다. 무기가 위협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학생은 공청회에 앞서 
위험 평가 진단을 받아야 한다. 

 
 



 
 

E. 화재에 관한 의무 
 

뉴튼 학교의 교장은 허가 받지 않은 점화와 관련하여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G.L. 
c.148, §2A에 의거하여 24시간 내에 뉴튼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뉴튼 
경찰국에도 반드시 연락해야 한다. 왕따 방지 및 중재 방침 (학교 위원회에 의해 
인가-2010년 12월 13일 

 
F. 왕따 방지 및 중재 방침 (학교 위원회가 2015년 10월 26일 승인한 개정된 방침)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마땅히 상호 존중의 환경에서 작업하고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런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서로를 예의 바르고 사려 있게 
대해야 한다. 
 
뉴튼 공립 학교는 주법 및/또는 연방법에 따라, 인종, 성별, 피부색, 종교, 성적 지향성, 
민족/국적, 연령, 또는 장애에 기반한 차별 금지 방침을 준수할 것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방침들은, 권리 및 의무 안내서의 “평등 교육권” 부분에 기술되어 있는 대로, 각각의 보호 
구분에 기초한 괴롭힘을 특히 금한다. 
 
게다가 뉴튼 공립 학교는, 어떤 기초에 의해서건 왕따, 협박 또는 보복은 보호 학급 내 
성원들과 관련이 있건 없건, 학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위협을 
받고 두려움을 느끼는 학생은 성공하려면 교육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다.  어떤 이유로든 
왕따, 협박, 또는 보복은 뉴튼 공립 학교에서는 금지된다. 이에 대한 방지는 강력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긍정적인 돌보는 학교 환경의 설립에서부터 시작한다. 
 
괴롭힘과 왕따가 없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이 이러한 행동들을 인식하고 
이를 중단시키는 행동을 취할 것이 요구된다. Newton Public Schools의 모든 학생과 직원은 
학교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과 의무를 가지며 다음 지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Newton Public Schools의 모든 학생은 다음 지침에 따른 잠재력과 의무를 지닌다. 

 
● 다른 사람을 예의 바르게, 사려 깊게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기. 
● 본인을 향해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행동하여 이를 중지시키고 싶을 때 그 사람에게 

말하기 
● 다른 사람을 향해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행동하여 이를 중지시키고 싶을 때 그 

사람에게 말하기 
● 믿을 만한 성인에게 행동을 보고하기. 

 
일부 학생 집단 구성원이나, 즉 학생들이 인종, 피부색, 종교, 조상, 국적, 성별, 사회 경제적 
지위, 노숙 상태, 학업 상태, 성 정체성이나 표현, 외모, 임신 또는 육아 상태, 성적 지향, 
정신적/육체적 발달, 또는 감각 기관 장애를 포함한 실질적이거나 또는 인지적인 구별되는 
특징에 근거하거나, 또는 이러한 특징의 하나 이상을 갖거나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과 
관련하여 왕따 또는 괴롭힘의 과녁이 되는데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Newton 
Public Schools에서는 학교 공동체 내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을 위한 안전하고 힘이 되는 
환경을 만들고 왕따나 괴롭힘을 방지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지식 및 전략을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 팀의 평가로 아동에게 장애가 있고 그 장애가 사회적 기술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거나 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쉽게 왕따나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면, 개별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왕따나 괴롭힘을 피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방침의 의도는 개정된 M.G.L. c.71 sec. 37O의 의무를 충족시키려는 것이다.  



 
 

정의 
 
왕따(사이버 왕따 포함)은 한 명 이상의 학생이나 직원이 문자, 말, 또는 전자 소통이나 표현, 
또는 신체적 행동이나 몸짓, 또는 이를 조합하여 과녁이 되는 사람을 향해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왕따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 표적이 되는 사람에게 신체적 혹은 정서적 피해를 입히거나 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다; 
● 표적이 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혹은 재산에 피해가 된다는 근거 있는 공포를 

느끼게 한다; 
● 과녁이 되는 사람에게  대해 적대적 환경을 학교에 만든다; 
● 학교에서 표적이 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 또는 
● 물질적, 실질적으로 교육 과정에 또는 학교 일정의 운용에 지장을 준다. 

 
사이버 왕따는 과학기술이나 모든 전자 수단 또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사용을 통한 왕따이다: 유선, 무선, 전자기, 광전자 또는 
가시광선(photo-optical) 시스템에 의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전달되는 모든 종류의 기호, 
신호, 글, 그림, 소리, 데이터 또는 정보의 전달로, 전자 우편, 인터넷 통신, 문자 또는 팩스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사이버 왕따는 다음을 포함한다: (i) 
제작자가 타인인 것처럼 하는 웹 페이지나 블로그의 제작하거나 (ii) 제작 또는 의인화가 왕따 
정의에 열거된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포스팅 된 내용이나 메시지의 저자로서 
타인인 것처럼 의인화 하는 것. 또한 사이버 왕따는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전자 통신 수단에 
의한 배포, 또는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전자 매개체 상에 자료를 포스팅 하는 
것으로, 상기 배포나 포스팅이 왕따의 정의에 열거된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적대적 환경이란 학교 환경이 왕따가 학생의 교육의 상태를 바꾸기에 충분히 중하거나 
만연한  협박, 조롱 또는 모욕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상황이다.  
 
가해자란 왕따 또는 보복을 하는 학생, 또는 교육자, 행정요원, 학교 간호사, 식당 근무자, 
관리인, 버스 운전기사, 운동 감독, 과외 할동 조언자 또는 보조 교사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원이다.  
 
보복은 왕따를 보고하고, 왕따에 대한 조사 기간 중에 정보를 제공하고, 또는 왕따에 관해 
믿을만한 정보를 목격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가하는 위협, 앙갚음, 또는 괴롭힘의 
형태 어느 것이나 해당한다.  

 
직원이란 교육자, 행정요원, 학교 간호사, 식당 근무자, 관리인, 버스 운전기사, 운동 감독, 
과외 할동 조언자 또는 보조 교사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표적이란 왕따나 보복이 범해진 학생이나 성인이다. 
 
왕따에는 어떤 형태로든 직접 혹은 전자 수단을 통해 반복되는 행동이 포함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권력이나 힘의 비대칭, 학교 환경에서 다른 사람이 느끼는 안전, 위엄, 안락함 혹은 
창조성에 간섭하는 행동 방식이 들어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행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비단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신체적 협박 또는 폭행 
● 욕하기(말/글), 놀림, 흉내, 엉터리 발음, 또는 기타 경멸의 말  
● 물질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는 낙서, 상징, 포스터, 그림, 

만화/풍자만화, 필기, 책 표지, 또는 옷에 디자인을 그리기 
● 전화 및/또는 전자 통신 



 
● 사람을 접촉하거나 그 사람의 옷을 접촉 
● 감정을 건드리거나, 곤란함, 상처, 또는 위협을 일으키는 말이나 짓궂은 장난 또는 

행동 
● 스토킹 
● 위협, 위협적인 몸짓이나 행동 
● 허위 고소나 소문 
● 사회적 왕따 

 
위와 같은 행동들은 단독으로는 반드시 왕따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반복된 맥락에서 
발생할 때 그리고 다음과 같을 때 성립한다:  

 
● 위협적, 적대적, 혹은 공격적인 학교나 작업 환경을 만들 의도나 결과를 가질 때, 
● 개인의 학문적 또는 일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또는 아무 이유 없이 간섭할 의도나 

결과를 가질 때; 또는 
● 그 밖에, 개인의 교육 기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때. 

 
학교 당국의 범위  

 
뉴튼 공립 학교 체계는 다음 범위에서 왕따를 금지한다(사이버 왕따 포함): 

● 학교 및 모든 학교 시설에서; 
● 학교 운동장 안에서건 밖에서건, 학교 후원이나 학교 관련의 행사에서; 
● 학교 버스 안이나 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 학교 소유, 허가 또는 사용의 과학기술이나 전자 기기의 사용을 통해; 그리고 
● 왕따가 학교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학교와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그리고 학교 

과학기술이나 전자 기기가 아닌 경우에라도. 
 

학구 방침 실시와 관련된 절차, 그리고 상세한 왕따 방지 및 중재 계획(Bully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lan), 또는 혐의가 있는 왕따 사건의 보고 절차에 대해서는 Newton Public 
Schools 웹사이트의 , www.newton.k12.ma.us, 또는 http://respect.newton.k12.ma.us, 
Newton Public Schools 왕따 중재 및 방지 웹사이트에 자세한 내용이 있다. 

 
G. 군기 잡기 방지 의무 

 
모든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모든 곳에서 환영을 받는다. 따라서 개개인은 반드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 어떠한 학생 조직이나 수업이건 입회식의 명목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행하는 군기 잡기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 안내서에서 사용되는 “군기 잡기”란 “학생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계획적으로 혹은 부주의하게 해를 끼치는 학생 조직 입회식의 행동이나 방법”으로 
정의된다. G.L. c 269, §§17-19 참고  
 
학교 시간 내 또는 방과후에 행해지는 어떠한 형태의 입회식도 징계 조치에 해당되며, 이런 
행동들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통해 방해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팀과 클럽의 장들과 직원들은 이 방침을 인정한다는 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군기  잡기  방지  처벌 :   1987년  법령  제 665장  
 
M.G.L., 제269장, 섹션 17 – 군기잡기 범죄 정의; 벌 
여기에 정의된 군기 잡기 범죄를 계획한 주범이거나 이에 참여한 자는 누구든 3천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1년 이하 교정시설의 징역, 혹은 벌금과 징역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 조와 제18조, 제19조에서 사용된 “군기 잡기”란 학생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계획적으로 혹은 부주의하게 해를 끼치는, 공적이건 사적이건 학생 조직의 입회식 

http://www.newton.k12.m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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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혹은 방법을 뜻한다. 이런 행동에는 채찍질, 매질, 낙인, 강제 체조, 날씨에 노출, 음식, 
술, 음료, 마약 또는 기타 물질을 억지로 먹이기, 또는 학생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건강이나 
안전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혹은 수면이나 휴식의 결핍, 고립을 포함하여 그 학생이나 다른 
사람에게 극도로 정신적 긴장을 주는 잔혹한 대우나 강요된 신체 활동이 포함된다.  
 
이 조항에 상반되는 기타 다른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 아래 어떠한 고소에 
대해서도 동의를 방어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M.G.L., 제269장, 섹션 18 – 군기 잡기 보고 의무 
어떤 다른 사람이 제17조에 정의된 군기 잡기의 희생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한 범죄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해가 되지 않게 그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한 빨리 적절한 경찰관에게 이 범죄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범죄를 보고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 3천불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M.G.L., 제269장, 섹션 19 – 규정 예정인 군기 잡기 법령; 준법 선언 및 필요한 징계 방침 
 
각 중고등 교육기관과 각 공립 및 사립 중고등과정 후 교육기관은 모든 학생 집단, 학생 
팀에게, 또는 기관의 일부이거나 기관의 인정을 받았거나 기관의 이름이나 시설을 쓰도록 
허가를 받은 학생 조직, 혹은 기관이 독립적인 학생 집단, 학생 팀 혹은 학생 조직으로 알고 
있는 학생 조직에게 이 조항과 제17조 및 제18조 사본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과 
제17조 및 제 18조의 사본을 독립적인 학생 집단, 팀 또는 조직에게 발행해야 한다는 이 
조항의 요구조건을 기관이 준수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언급된 독립적인 학생 집단, 팀 및 
조직을 기관에서 인정하거나 뒷받침하는 증거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각각의 그룹, 팀 혹은 조직은 이 조항과 제17장, 제18장의 사본을 구성원, 신입생, 서약자, 
혹은 회원 신청자에게 배포해야 한다. 각 집단, 팀 혹은 조직의 의무는 지정된 직원을 통해, 
이들 집단, 팀 혹은 조직이 이 조항 및 언급된 제17장과 제18장의 사본을 받았고, 각 구성원, 
신입생, 서약자 혹은 회원 신청자가 제17장과 제18장의 사본을 받았으며, 이들 집단, 팀 
혹은 조직이 이 조항과 제17장 및 제18장을 이해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는 데 동의함을 
진술하는 입증서를 매년 기관에 전달하는 것이다. 
 
각 중고등 교육기관과 각 공립 및 사립 중고등과정 후 교육 기관은,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등록 전이나 등록을 시작할 때, 그 기관의 정규 학생으로 등록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 조항과 
제17장 및 제18장의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각 중고등 교육기관과 각 공립 및 사립 중고등과정 후 교육기관은 이 기관이 학생 집단, 팀 
혹은 조직에게, 그리고 기관에 등록된 정규 학생 모두에게 이 조항과 제17장 및 제18장을 
알렸음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또한 군기 잡기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이 
기관이 징계 방침을 도입했으며 이러한 방침을 학생 안내 책자에 혹은 기관의 방침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유사 방식 속에 적절히 강조하여 설명하였음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고등 교육 위원회에, 중등기관의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고등 교육 위원회와, 중등기관의 경우 교육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내용과 빈도를 
지배하는 규정들을 널리 공표하고,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IX. 학생 행위와 규율에 관한 규정 
 

A. 학생 규율 
 



 
교장은 규율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한 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장은 우선 위반 학생이 수업 과정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간구하고, 다른 처리 
방안과 처분이 사용되기 전에는 퇴학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정학 
 
정학은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정규 학급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단기 정학은 학교 부지로부터 그리고 정규 학급 활동으로부터 연속 10일 이하로 학생을 
정학시키는 것이다.  
 
장기 정학은 학교 부지로부터 그리고 정규 학급 활동으로부터 학생을 연속 10일 이상, 또는 
학기 중 여러 번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 누적적으로 10일 이상 정학시킴을 의미한다.  
 
정학된 학생은 학교 건물이나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는 것에 제한을 받으며; 정학된 학생은 
정학 기간 동안에는 학교 지원의 활동이나 행사 어떠한 것에도 참여할 수 없다.  
 
누구를 정학시키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장 혹은 그의 지정인의 책임이다. 정학된 
학생은 재입학 회의가 열릴 때까지 학교로 되돌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교내 정학 
 
교장의 재량으로, 교내 정학은 학생 행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다. 교내 
정학은 학생의 정규 학급 활동은 중지시키지만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아니고, 수업일 중 
연속 10일 이상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연속 10일 미만의 교내 정학은 교외 단기 정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0일 이상의 교내 정학은 장기 교외 정학으로 간주되며, 해당 학생은 장기 
교외 정학 공청회에서 제공되는 적법 절차권을 제공 받는다. 
 
교내 정학의 경우, 교장은 학생에게 규율을 위반했음을 알리고, 기본적인 처벌에 대해 
알려야 한다. 교장은 또한 학생에게 처벌에 대해 논의할 기회와 혐의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생이 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교장이 결정하면, 교장은 
학생의 교내 정학 기간을 학생에게 알려주도록 하며, 이 기간은 학기 중에는 누적적이건 
연속적이건 1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교내 정학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 교외 정학 
공청회가 10일을 초과하는 교내 정학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교내 정학이 결정되는 날에, 교장은 규율 위반에 대해, 학생이 위반을 했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들에 대해, 그리고 교내 정학 기간에 대해 학부모에게 구두로 알리도록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교장은 또한 학부모를 모임에 초청하여 학생의 학업 성과와 행동, 학생 참여를 
위한 전략들, 그리고 행동에 대한 가능한 대응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이 모임은 가능하면 
정학일 중에 일정을 잡게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한 추후 빠른 시간 내에 일정을 
잡게 해야 한다. 교장이 최소한(2회) 시도를 하고 이를 문서화한 후에도 학부모와 연락이 
닿을 수 없다면, 이러한 시도는 학부모에게 교내 정학을 구두로 알리고자 한 합당한 
노력으로 간주되도록 해야 한다. 
 
교장은 교내 정학에 관한, 교내 정학의 이유와 기간이 포함된 문서화된 통지서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내도록 해야 하며, 이미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교장과의 만남에 
학부모를 초청하도록 해야 한다. 교장은 이러한 통지서를 정학일에 인편으로, 배달 증명 
우편으로, 특급 우편으로, 혹은 학부모가 학교 커뮤니케이션에 제공한 주소의 이메일로, 
또는 기타 교장과 학부모가 동의한 배달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학/퇴학 중 학문적 진전의 기회 
 



 
교내 정학, 단기 정학, 혹은 장기 정학을 받은 학생은 과제, 시험, 페이퍼, 그리고 기타 필요한 
학교 작업을 만회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학급 혹은 학교 중지 기간 중 학문적 진전을 이룰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연속 10일 이상 학교로부터 퇴학 혹은 정학된 학생에게는 학교 범위 교육 서비스 계획을 
통하여 주 및 지역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학문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  

 
B. 규율 지침과 규정 

 
22 쪽에 있는 학생의 적법 절차권에 따라, 뉴튼 공립 학교는 아래의 지침과 규율 규정에 따라 
학생 징계를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들은 징계 처분을 요하며 여기에는 졸업 연습 참여가 거부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M1. 권총의 소지 (반드시 경찰에 신고).  
M2. 교사나 기타 학교 직원에 대한 가격 (6-12학년) (사안에 따라 경찰에 신고).  
M3. 술이나 불법 약물의 소지, 판매, 분배, 분배, 사용 또는 제조 의사 (반드시 

경찰에 신고). 
M4. 방화 (반드시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  
M5. 무기로써 주머니칼을 포함한 칼의 사용, 혹은 협박적 사용 (반드시 경찰에 

신고).  
M6. 위험한 무기의 소지 또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체의 사용이나 협박용 

사용 (6-12학년) (반드시 경찰에 신고).  
M7. 다른 학생이나 학교 직원과 싸우거나 폭행 혹은 폭력 행위 (9-12학년) 

(사안에 따라 경찰에 신고).  
M8. 학교 직원의 요청에 자신의 신원을 사실대로 밝히는 데 실패 (6-12학년).  
M9. 허가되지 않은 화재 예방 경보기의 사용 또는 제세동기 조작 (6-12학년). 
M10. 협박(공포나 상해를 야기)이나 금품 갈취, 또는 협박의 위협, 금품 갈취, 

다른 학생이나 학교 직원을 향한 군기 잡기 (6-12학년) (사안에 따라 경찰에 
신고). 

M11. 또 다른 학생을 향한 군기 잡기 (6-12학년) (사안에 따라 경찰에 신고).  
M12. 규제 약물이나 알코올 음료의 영향 하에 있거나, 규제 약물의 사용 혐의, 

또는 마약 사용 용품 소지 (마약 사용 용품의 소지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 
M13. 왕따 사건, 보고, 또는 조사와 관련한 왕따 혹은 보복 (6-12학년) (사안에 

따라 경찰에 신고)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들은 징계 처분과 졸업 연습 참여 거부가 요구될 수 있다: 

 
D1. 학생의 기술 및 온라인 사용 허용 범위 방침 및 지침(Student Technology 

and Online Acceptable Use Policy and Guidelines), 학생의 알코올, 담배 
및 마약류 사용 금지 방침(Policy Prohibiting Alcohol, Tobacco, and Drug 
Use By Students)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Newton Public 
Schools 방침의 위반. 



 
D2. 학교 직원이나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 또는 괴롭힘으로, 인종, 피부색, 

성별, 성 정체성, 노숙, 국적, 종교, 장애, 혹은 성적 지향성을 근거로 하나,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음 (사안에 따라 경찰에 신고).  

D3. 학교나 개인 재산을 훔치거나 고의적으로 파괴 (사안에 따라 경찰에 
신고). 

D4. 지속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무단 결석을 하고/하거나 수업에 지각하고 
수업을 빼먹음. 

D5. 부정행위, 표절 혹은 위조. 
D6.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싸움이나 폭행 또는 폭력 행사 (K-8학년) 

(사안에 따라 경찰에 신고).  
D7. 교육의 진행이나 학교 활동을 방해하는 외설적, 모욕적 혹은 모독적인 

언어나 몸짓, 또는 예의 바르지 않거나 반항적인 행동.  
D8. 학교 직원의 요청에 자신의 신원을 사실대로 확인하는데 실패 (K-5학년). 
D9. 학교 직원이나 학교 규칙에 대해 반항적인 행동 방식. 
D10. 사람이나 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교육의 진행이나 학교 활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행동 (사안에 따라 경찰에 신고). 
D11. 술이나 마리화나의 냄새를 강하게 풍김 (사안에 따라 경찰에 신고). 
D12.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있음. 
D13. 학교 시설, 학교 버스, 또는 학교 운동장 어디에서건 모든 유형의 담배 

제품의 사용.  
D14. 허가 받지 않은 화재 경보기 사용 또는 제세동기 조작 (K-5학년). 
D15. 연방 주정부 형법의 위반으로, 이 규칙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박 

혹은 스토킹을 포함하지만,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음 (사안에 따라 경찰에 
신고). 

D16. 위험한 무기의 소지, 또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체의 사용이나 협박적 
사용 (K-5학년) (반드시 경찰에 신고). 

D17. 학교 자재, 기구, 또는 재산을 무단 사용.  
D18. 협박(공포나 상해를 야기)이나 금품 갈취, 또는 협박의 위협, 금품 갈취, 

다른 학생이나 학교 직원을 향한 군기 잡기 (K-5학년) (사안에 따라 
경찰에 신고).  

D19. 또 다른 학생을 향한 군기 잡기 (K-5학년) (사안에 따라 경찰에 신고).  
D20. 불법 마약이나 술을 사용하거나 판매한다는 것을 학생이 알면서도 그런 

사람과 어울려 함께 있거나, 아니면 규율 방침 항목을 위반하고 있는 
사람과 어울리면서, 학생 자신이 그런 상황을 피하지 않을 때 (사안에 
따라 경찰에 신고). 

D 21. 왕따 사건, 보고, 또는 조사와 관련한 왕따나 보복 (K-5학년) (사안에 
따라 경찰에 신고). 

D 22.  왕따를 돕거나 부추기거나 장려하고 혹은 왕따나 보복에 대해 거짓 진술. 
 

“M”과 “D”의 표시는 징계 처분이 의무적인[M] 규율과 교장이나 지정인의 재량[D]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규율을 구별하기 위해서라는 것에 주목하기 바람. 달리 언급이 없으면, 
금지된 행동들에 대한 처벌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모두 같다. 
 
“위험한 무기”라는 말은 모든 종류의 소총, 칼, 무술 기구, 불꽃놀이를 포함한 폭발기구, 
혹은 위험한 무기의 복제품을 포함하지만,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학생이 소지한 
위험한 무기는 어떤 것이건 학생의 구치에서 제거되며, 불법 무기는 어떤 것이건 뉴튼 



 
경찰국으로 넘겨진다.  기타 모든 무기는 교장이나 지정인의 재량으로 학생이나 
학부모/후견인에게 되돌려 준다. 무기를 되돌려주기 전에 학부모나 후견인에게 무기 소지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규제 약물”이라는 용어는 G.L. c.94C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규제 약물들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마리화나와 코카인 또는 학생이 유효 처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처방 약품이 
포함되나,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섹션 VIII, B 참고.) 
 
위에서 말한 모든 위반에 대해서는 학교 및/또는 학교 지원 활동으로부터 학생을 제명하는 
것도 포함된다. 교장이나 그의 지정인이 규율 조사와 공청회를 이끈다. 

 
1. 적법 절차* - 이것은 모든 단기 및 장기 교외 정학에 적용된다. 

 
“정당한 법 절차”의 법률적 의미는 미국 수정 헌법 제5조와 제14조에서 나온다. 수정 헌법 
제5조에는 일부: “…어떤 사람에게서건 … 정당한 법 절차 없이는 생명, 자유, 혹은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수정 헌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귀화한자및미국사법권에속하게된사람모두가미국            
시민이며 사는 주의 시민이다.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 또는 면제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떤 주에서도 법의 적정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게다가 그            
사법권 범위에서 개인에 대한 법의 동등한 보호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1975년 1월에, 미국의 대법원은 정학을 받게 되는 공립학교 학생은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한 절차 구절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했다.  주 법령으로 학구들은 학교를 
유지해야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출석해야 하므로, 대법원은 공교육을 자산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 없이 (정학을 통해) 교육을 박탈하는 것은 수정 
헌법 제14조의 정당한 법 절차의 자산 보호에 위반되는 것이다. 
 
정학을 받게 되는 학생은 또한 자유에 해당하는 권리도 가진다. 정학이 학생의 평판에 
해를 입힐 수 있고 앞으로의 기회(채용, 대학 등)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가 없으면 수정 헌법 제14조에 있는 임의적 자유 박탈을 금지하는 것에 
어긋나는 것이다. 
 
뉴튼 공립 학교에서, 정당한 법 절차의 보장은 M.G.L. C. 71, §37H 및 M.G.L. C. 71, §37H 
½ and §37H¾에 따라 보장된다. 규율 시행에 있어 학교 직원들은 각 학생의 정당한 법적 
절차권을 준수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위반의 성격을 통해 학교 직원들이 따라야 할 
적법 절차가 정해진다.  

 
2. 위험한 무기의 소지, 규제 약물의 소지, 학교 직원 및/또는 학생들에 대해 폭행을 가하여 

중죄 혐의가 있거나 중죄 판결을 받은 학생의 정당한 절차권 (M.G.L. C. 71, §37H 그리고 
M.G.L. C. 71, §37H ½). 

 
A. M.G.L. C. 71, §37H 

주 법에서는 9학년-12학년의 학생이면, 학교 부지에서건 혹은 학교 지원이나 
학교 관련의, 육상 경기를 포함한 행사에서건, 다음과 같은 학생을 교장이 
퇴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다 
 
1.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다 발견된 학생으로, 총이나 칼 혹은 G.L. c.94C에 

정의되어 있는 규제 약물이 포함되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또는 
마리화나, 코카인 및 헤로인이 포함되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또는 

2. 교장, 조교장, 교사, 보조 교사 또는 기타 교육 직원을 폭행한 학생.  



 
 

위와 같은 위반으로 고발된 학생 누구에게나 공청회 기회가 있음을 전화 및 
서면으로 알려줘야 하며, 이 학생 및 그의 학부모(들)/후견인(들)은 교장/지정인 
앞의 이 공청회에서, 증거와 증인을 내세울 기회와 함께 본인들 비용으로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다. 이 공청회 후에, 교장/지정인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학생에 대해 그의 재량으로 퇴학 대신 정학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학구에서 퇴학 당한 학생 누구에게나 교육감에게 항소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 퇴학 당한 학생은 퇴학일로부터 십(10)일 안에 교육감에게 
자신이 항소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학생은 교육감 공청회에서, 자기 
비용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항소의 주제는 이 학생이 이 
분야의 조항들을 위반했느냐 여부를 사실적 결정하는 것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항소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부과된 징계 처벌은 계속 
시행된다.  

 
B.  M.G.L. C. 71, §37H ½ 

주정부 법으로 교장/지정인은 중죄 혐의가 있거나 중죄에 해당하는 비행 
혐의가 있는 학생, 혹은 중죄나 중죄에 해당하는 비행 판결을 받았거나 죄를 
시인한 학생이 계속하여 학교에 있는 것이 학교의 전체 복지에 실질적으로 
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결정할 경우, 교장/지정인은 그 학생에 대해 앞의 
경우에는 정학을, 뒤의 경우에는 퇴학을 시킬 수 있다 (§37H1/2).  일반법의 이 
규정에 의하여 정학이나 퇴학에 처해진 학생은 정학이나 퇴학이 실행되기에 
앞서 정학이나 퇴학 처벌을 받은 것과 그 이유에 대해 문서로 된 통지를 받을 
것이다. 제안된 정학이 10일 이하인 경우가 아니면, 이 안내서에 기술되어 있는 
권리대로, 10일 이상의 정학 조치건 퇴학이건 해당하는 처벌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학생은 제공받게 된다. 그 학생은 정학이나 퇴학에 대한 항소를 
교육감에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서면으로 통보 받을 것이며, 하지만, 
교육감 지휘로 행해지는 항소 공청회 전에는 정학이나 퇴학 조치가 계속 
시행될 것이다.  
 
학생은 정학이나 퇴학 조치가 실행된 이후 만 오(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문서로 항소 요청 통지를 함으로써 항소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이 항소 
요청을 한 삼(3)일 안에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나 후견인과 함께 하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그 학생은 교육감 앞의 항소 공청회에서 변호인을 내세울 수 있고 
구두 증거나 문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장/지정인의 결정을 
뒤집거나 바꿀 수 있으며, 이 학생을 위해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권고할 수 
있다. 공청회가 있은 후 만 오(5)일 이내에 교육감은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이 결정은 이 학생의 정학 혹은 퇴학에 대한 학구의 최종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항소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부과된 징계 처벌은 계속 
시행된다.  

 
3. 기타 위반 혐의가 있는 학생의 정당한 절차권 (M.G.L. c. 71, §37H ¾) 

 
통지 및 교장의 공청: 

 
이 조항에 열거된 정학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든, 교장 혹은 지정인은 정학이나 퇴학 
처벌이 내려진 것과 내려진 이유에 대해 영어로 그리고 학생이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학부모(들)/후견인(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학생은 혐의에 대한 서면 통지, 그리고 
교장이나 지정인과 공청회에 참여하여 혐의에 대해 논하고 정학/배제가 실행되기에 앞서 
정학 및/또는 배제의 이유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된다. 
 



 
교장 혹은 지정인은 학부모에게 공청회 참석 기회를 구두로 알리는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 긴급 통지를 위해 학부모가 구체화한 방법으로 교장/지정인이 학부모에게 서면 
통보를 하고 적어도 두(2) 번의 연락 시도를 문서화한 경우라면 공청회는 학생의 
학부모(들)/후견인(들)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교장/지정인 공청회의 목적은 학생이 정학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혐의의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를 듣고 고려하기 위해서이고, 학생에게 처벌에 대해 논의하고 혐의 사건을 둘러싼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며, 학생이 규율 위반을 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만약 했다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정하기 위해서다. 
 
교장/지정인은 규율 위반에 대한 예상 처벌에 기초하여 규율 공청회에서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정해야 한다.  
 

a. 단기 교외 정학 
 

교장/지정인은 규율 위반, 처벌의 기본, 기타 다른 관련 정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학생에게는 또한 정상 참작을 포함한 정보를 제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교장/지정인은 다른 해결책과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정보를 
참작해야 한다. 교장/지정인은 학부모가 참석한 경우 그들에게 학생의 행동에 
대해 논의하고 정상 참작 상황을 포함한 정보를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교장/지정인은 학생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한다. 
정상 참작 상황을 포함한 사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교장/지정인은 학생이 
규율 위반을 했는지를 결정해야 하며, 만일 위반했다면, 어떤 해결책이나 처벌을 
내려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교장/지정인은 결정에 대해,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며, 만일 학생이 정학을 받을 경우, 정학의 유형과 기간, 
그리고 추방 기간 동안 학문적 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과제 및 기타 다른 학교 
작업을 보충할 기회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원 
서면 통지를 업데이트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 
 
학생이 공립 유치원 프로그램에 있거나 유치원에서 3학년 사이에 있을 경우, 
교장/지정인은 단기 정학이 실행되기에 앞서, 서면 결정 사본을 교육감에게 보내 
학교 외 정학을 내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b. 장기 교외 정학 

 
단기 정학 공청회에서 학생에게 제공되는 권리 외에, 학생은 또한 학생 기록과 
문서들을 재검토할 기회를 가지며, 교장/지정인은 이 재검토에 의지하여 학생에게 
정학을 내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변호인 혹은 학생이 선택한 비전문가를 
자기 비용으로 대리인으로 내세울 권리; 그에게 유리한 증인을 세우고 혐의 
사건에 대해 학생이 설명을 제시할, 그러나 학생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권리; 학구에서 제시한 증인에 대해 반대 심문할 권리; 교장/지정인 
기록의 공청회를 요구할 권리, 그리고 신청에 의해 녹음 기록 사본을 받을 권리. 
학생 혹은 학부모가 녹음 기록을 요구할 경우, 교장/지정인은 공청회에 앞서 
참석자 모두에게 녹음 기록이 이루어질 것이며 신청에 의해 사본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학부모가 참석한 경우, 학부모에게는 학생의 행동에 대해 논의하고 정상 참작 
상황을 포함한 정보를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교장/지정인은 학생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한다. 
 



 
증거에 기초하여, 교장/지정인은 학생이 규율 위반을 범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만일 범했다면, 정상 참작 상황과 정학을 대체할 수 있는 조치들을 고려한 후, 
장기 정학을 대신하여 혹은 더하여 어떤 해결책이나 처벌을 부과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교장/지정인은 서면 결정을 학생과 부모에게 인편으로, 배달 증명 우편으로, 
특급 우편으로, 학부모가 학교 커뮤니케이션에 제공한 주소의 이메일로, 또는 
기타 교장과 학부모가 동의한 배달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학생이 공립 유치원 프로그램에 있거나 유치원에서 3학년 사이에 있을 경우, 
교장/지정인은 단기 정학이건 장기 정학이건 정학이 실행되기에 앞서, 서면 결정 
사본을 교육감에게 보내 학교 외 정학을 내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학생이 단일 위반 사건으로 십(10)일 이상, 혹은 학년 중에 여러 위반 사건으로 
누적적으로 십(10)일 이상 정학을 받은 경우, 통지서에는 교육감에게 항소할 권리, 
그리고 영어와 학생이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주요 언어로 된 항소 절차가 서면 통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어떤 학생도 학교 건물에서 추방당한 첫날부터 시작하여 90일 
이상 정학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단기 교외 정학에 대한 항소  

1

 
A.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항소는 학교 교육감 혹은 그의 지정인에게 제기한다.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항소는 학교 교장에게 제기한다. 항소는 
서면으로 제기해야 하고 학생의 학부모/후견인(혹은 학생이 18세 이상인 경우 
본인)가 학생이 정학을 받은 후 오(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상기 항소에 대한 교장의 결정은 신속하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은 교장/지정인의 서면 결정에 대해 학생의 학부모/후견인(혹은 
학생이 18세 이상인 경우 본인)가 더 항소할 수 있지만 교장/지정인의 결정이 
발표된 날로부터 오(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항소는 학교 교육감 또는 그의 
지정인에게 서면으로 제기해야 한다. 교장/지정인의 결정에 대한 항소 결정은 
신속하게 발표되며 최종 결정이 된다.  

 
이러한 항소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부과된 징계 처벌은 완료되며 계속 
시행된다.  

 
5. 장기 교외 정학에 대한 항소 – 교육감의 공청회: 

 
학부모(들)/후견인(들)는 정학이나 퇴학이 시행된 날로부터 만 오(5)일 안에 교육감에게 
항소를 서면 요청해야 하나, 추가로 만 칠(7)일까지 시간 연장이 인정될 수 있다. 항소가 
시의 적절하게 제기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나 그의 지정인은 항소를 기각할 수 있으며, 
또는 정당한 이유에서 그의 재량으로 항소를 허용할 수도 있다.  
 
교육감이나 그의 지정인은 학생의 항소 요청 수업일 삼(3)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들)/후견인(들)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학부모(들)/후견인(들)이 요청 
시 시간은 추가로 만 칠(7)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학부모(들)/후견인(들)을 포함하려는 
성실한 노력이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육감 공청회를 학부모(들)/후견인(들) 없이 
진행시킬 수 있다. 학부모와 교육감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공청회 날짜와 시간을 
맞추고자 교육감이나 그의 지정인이 노력했다면, 이들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교육감이나 그의 지정인은 공청회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학부모에게 보내야 한다. 
 

1 10일 미만의 교내 정학에 대해서는 항소권이 없음을 참고. 



 
공청회에서 교육감이나 그의 지정인은 기소된 규율 위반을 학생이 했는지 여부를 
정해야 하고, 만일 했다면, 어떤 처분을 내려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 교장/지정인의 
장기간 정학 공청회에서 학생은 학생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이나 그의 
지정인은 공청회 후 만 오(5)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발표해야 한다.  학생이 규율 위반을 
범했다고 교육감/지정인이 결정하면, 교육감/지정인은 교장/지정인이 한 같은 처분을 
혹은 보다 낮은 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러나 교장/지정인이 내린 결정보다 과한 
정학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러한 항소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부과된 징계 
처벌은 계속 시행된다. 교육감이 내린 결정은 학구 최종 결정이다. 

 
6. 비자발적 전학 

 
학교 교육감은 징계 처분으로서 학생을 그의 재량으로 뉴튼 공립 학교 내 한 학구에서 
다른 학구로 전학시킬 수 있다. 

 
7. 긴급 퇴학 

 
학생이 규율을 위반하고 그 학생이 계속 있음으로써 개인이나 재산에 위험이 될 때, 혹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학교 질서에 지장을 줄 때, 그리고 교장/지정인이 판단할 때 이러한 
위험이나 지장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없을 때, 교장/지정인은 학생을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퇴학시킬 수 있다. 교장/지정인은 즉각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퇴학과 퇴학의 
이유를 알리고, 학생으로 인해 나타난 위험을 기술해야 한다. 일시적 퇴학은 긴급 퇴학이 
이루어진 후 수업일 이(2)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긴급 퇴학의 경우, 교장/지정인은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에게 긴급 퇴학에 대해, 긴급 
퇴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두로 알리는 즉각적이고도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교장/지정인은 수업일 이(2)일이 만료되기 전에, 위에 제공된 바와 같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서면 통지를 하고, 학생에게는 위에 제공된 바와 같이 교장/지정인과 함께 
하는 공청회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교장/지정인, 학생, 학부모가 
공청회를 위한 시간 연장에 동의해야 한다. 
 
교장/지정인은 공청회 당일에 구두로 결정해야 하며, 위에 기술된 바 요구조항에 맞게, 
더 늦어지지 않게 수업일인 다음날까지는 서면 결정을 해야 한다. 
 
학교로부터 긴급 퇴학이 이루어질 경우, 교장/지정인은 이 학생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적절한 대비들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학생을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 

 
 
C. 버스를 이용할 권리의 정지 

 
규율 조치 위반이 버스 안, 또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버스를 타는 중에, 혹은 버스에서 
내리는 동안에 일어났을 경우 학생의 버스 이용 권리는 취소될 수 있다.  
 

D. 수색과 압수 
 

미국 수정 헌법 제4조와 제14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는 사람의 몸과 재산을 수색하지 
못한다는 자유가 학생들에게 보장된다. 사물함, 책상 및 기술 기기와 함께 학생에게 
주어지는 장비는 뉴튼 공립 학교에 속한다. 따라서, 학교 직원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이런 장비들을 수색할 권리를 갖는다.  학생, 학생의 재산, 또는 학교 자산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수색은 아래 절차에 따라 행해진다: 

 



 
1. 학교 직원이 보기에 수색을 통해 학교 규칙이나 법을 위반한 증거가 드러날 수 있을 

거라는 타당한 의심이 있어야 한다. 
2. 이런 타당한 의심이 있을 경우, 교장이나 그의 지정인의 명확한 허가 아래 수색이 행해질 

수 있다. 
3. 무기와 같이 교육 과정에 지장을 주거나 간섭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물건은 학생이 

소지하지 못하도록 제거한다.  
4. 학교 직원은 수색 영장을 가진 경찰을 도와 학생, 학생의 소지품, 학생에게 주어진 학교 

장비를 수색하도록 허락한다.  
 

E. 무력의 사용 
 

체벌은 주정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무력의 사용이 타당하고 필요할 때는 교사 
또는 다른 학교 직원이 학생에 대해 완력을 사용할 수 있다: 
 
1. 무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 또는 
2. 사람이나 재산에 분명 위험이 있을 때, 그 사람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정당 

방위를 위해 
 

F. 장애 학생의 규율[현재 504 편의시설 계획이나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학생 포함.] 
 

모든 학생은 이 안내서에 기술된 바와 같은 행동 요건들을 충족할 것이 기대된다.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이러한 적법한 절차 보호 외에, 장애 교육법 및 관련 규정을 가진 
개개인은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학생들에게 혹은 학구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 추가 조항을 줄 것을 요구한다. 학생이 
재활법 제504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요 일상 활동에 영향을 주는 장애를 가진 것으로 
밝혀지면, 그 학생은 수업일 연속 열흘(10) 이상의 퇴학에 이르는, 혹은 특정 학년에 수업일 
열흘(10)을 초과하는 단기 퇴학 형태의 규율이 부과되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또한 절차적 
보호를 더 받을 수 있다. 다음의 추가 요건들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규율에 적용된다: 

 
1. 제재가 모든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한, 장애를 가진 학생도 수업일 열흘(10)까지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수 있다. 장애 학생을 특정 학년에 수업일 연속 열흘(10) 이상 혹은 
특정 학년에 누적 수업일 열흘(10) 간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기 전에, 건물 관리자, 
부모/후견인 및 학생의 IEP 혹은 섹션 504 팀 관련 성원들이 만나 학생의 장애와 행동 
간에 관계를 결정한다 (징후 판정). 단일 학년에 수업일 열흘(10)을 초과하는 배제 징계 
동안, 학생은 배제 기간 동안 적절한 무상 공교육이 그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건물 관리자, 부모/후견인 및 학생의 IEP 혹은 504 팀 관련 성원들이 학생의 행동을 
학생의 장애의 표시가 아니었다고 결정하면,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절차와 처벌에 따라 이 학생을 징계할 수 있지만 IEPs에 있는 학생에게는 계속 
적절한 무상 공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학생의 IEP팀이나 504팀에서는 배제 기간 동안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기존 행동 중재 계획이 
있으면 이를 재검토하고, 혹은 적절하게, 기능적 행동 평가를 행한다.  

3. 건물 관리자, 부모/후견인 및 학생의 IEP 혹은 504 팀 관련 성원들이 징계 처분을 불러 
일으킨 학생의 행동을 학생의 장애의 표시였다고 결정하면, 새로운 배치를 IEP나 
504팀에서 개발하고 부모/후견인이 이에 동의할 때까지, 아니면 학구가 법원이나 특수 
교육 항소국(BSEA)으로부터 학생의 배치 변경을 허가하는 명령을 받지 않는 한, 이 
학생은 더는 그 행동에 근거하여 (무기, 마약이 포함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동은 제외) 학생의 현재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거되거나 
배제되지 않는다. 학생의 팀에서는 또한 학생의 IEP를 재검토하여, 기존의 행동 중재 
계획을 적절하게 변경하거나 기능적 행동 평가를 준비해야 한다. 

4. 장애를 가진 학생이 불법 마약을 소지하거나 사용하고, 규제 약물을 판매하거나 
구하려고 하고, 무기를 소지하거나,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행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불러올 때, 학구는 수업일 사십오일(45)까지 이 학생을 임시 대체 
교육 환경(IAES)에 둘 수 있다. 법원이나 BSEA 공청회 담당자 또한 실질적으로 자해 
혹은 타인에 대한 상해 경향을 나타내는 학생을 적절한 임시 환경으로 수업일 
사십오일(45)까지 배치를 명령할 수 있다.  

5.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학생에 적용되는 절차적 요건. 
 

A. 징계 처분에 앞서, 학구에서 이 학생이 장애가 있을 수도 있음을 알았을 경우, 
학구에서는 이 학생이 나중에 특수 교육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이 날 때까지 혹은 
나지 않는 한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보호조치를 취한다.  학구는 다음의 경우 
미리 아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1. 부모/후견인이 서면으로 염려를 표시했을 때: 또는 
2. 부모/후견인이 평가를 요청했을 때: 또는 
3. 학구 직원이 이 학생에게 장애가 있다고 염려를 표시했을 때. 

 
B. 학구에서 이 학생을 장애가 있는 것으로 여길 이유가 없을 때, 그리고 

부모/후견인이 징계 처분에 대해 후에 평가를 요청할 때, 학구에서는 장애 가능성을 
정하기 위한 평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학생이 장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때는 이 학생은 장애 가능성이 확인된 후의 모든 절차적 보호를 
받는다. 

 
C. 학구에서는 평가를 더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연방 필요 조건에 일치하는 절차들을 

개발해 왔다. 
 
 
 
 
 

X. 건강 정보 
 

뉴튼 학교 건강 프로그램은 뉴튼 보건 복지부에서 관리한다. 학교 건강 팀에는  건강과 인간 서비스 
국장, 건강과 인간 서비스 부국장, 학교 보건 부장, 학교 간호사들, 건강 보조사들, 그리고 학교 
의사가 포함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이 팀은 학교 공동체에 최상의 보살핌을 제공하는 데 헌신한다. 
이들은 아이들이 배우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헌신한다. 

 
A. 비밀보호 

모든 의료 정보는 기밀이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관련 건강 정보는 “알 필요”를 
갖는 학교 직원이 공유한다.  

 
B. 예방 접종 

 
매사추세츠주 규정 조치는 학교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방 접종이 필수 요건임을 
명시하고 있다(105 CMR 220.000). 이 필수 요건은 취학 전 유치원 학생(105 CMR 
220.400에 정의된 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적용된다.  규정은 현재 
학생들에게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볼거리, 풍진, B형 간염, 수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요구한다. 또한 일부 학생에게는 뇌수막염에 대한 백신 접종을 
요구하기도 한다. 법과 규정은 최신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학생을 학교에서 
배제시키기도 하나, 의료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입학 때 면제해주기도 한다. 의료적 혹은 
종교적 면제를 제외하고 부분 예방 접종이나 비예방접종으로 인한 퇴출에서 제외되는 
유일한 경우는 노숙 학생이다(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주: 백신 예방 가능 질병 사례가 발견되었을 때, 백신을 맞지 않아 의심이 되는 사람들 
(의료적 또는 종교적 면제를 받았던 사람 포함)은 보고 의무가 있는 질병, 감독, 격리 & 검역 
필요(105 CMR 300.000)에서 개괄하고 있는 적정 기간 동안 학교에서 배제될 필요가 있다.  
 
예방 접종 서류 또는 접종 면제 서류는 입학 시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어떤 아동도 학교 시작이 허용되지 않는다. 

 
C. 신체 검사 

뉴튼 공립 학교는 교육적 환경에서 학생의 보살핌, 안전, 그리고 안녕에 책임이 있다. 
따라서, 학생의 건강 내력 및 신체 검사 결과는 학생 건강 기록의 필수 구성요소이다. 
매사추세츠주 일반법c.71, §57 및 관련 수정법과 규정들(105 CMR 200.000-200.920)에서는 
입학 전 1년 이내 또는 입학 후 30일 이내, 그리고 이후로는3년이나 4년 간격으로 학생 신체 
검사 기록을 요구한다.  뉴튼에서, 신체 검사 기록은 입학 시, 3학년과 6학년, 그리고 운동 
경기 참여 시에 요구된다. 

 
D. 필수 검사 프로그램 

 
인구에 기초한 건강 문제 검사는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조건들 혹은 잠복기 질병들을 
가능한 한 빨리 탐지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적절한 중재와 치료를 가능하게 하며, 잠재적 
장애, 의료 비용, 그리고 학문적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한할 수 있다. 검사 
테스트는 본래 진단이 아니다. 검사의 목적은 관심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학생을 단순히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매사추세츠주 일반법은 공립학교 학생을 위한 인구에 기초한 시력, 청력, 성장, 자세 검사를 
요구한다.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결과들에 대해서는 학부모/후견인에게 통지를 한다. 
● 시력 - 시력의 질과 배움 사이에는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력 검사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뉴튼에서는 유치원(10월31일까지)과1, 2, 3, 4, 5, 7, 그리고9학년에 
학생들에게 시력 검사를 한다. 

● 청력 - 검사가 아니었으면 확인되지 않았을 교육적으로 중요한 청력 장애를 가진 
학생을 청력 검사 프로그램으로 찾아낸다. 뉴튼에서는 유치원(10월31일까지)과1, 2, 3, 
7, 그리고9학년에 학생들에게 청력 검사를 한다. 

● 성장 - 성장 검사 프로그램은 키와 몸무게 측정을 결합하여, 학교 건강 전문가들로 
하여금 

o 학생의 성장과 발달 유형을 감시할 수 있게 하고, 
o 심각한 신체적 문제를 나타내는 비정상적인 성장을 감지할 수 있게 하고, 
o 영양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는 학생들을 파악하게 해주고, 
o 비만이나 비만 위험이 있는 아이들을 파악하게 해준다. 

 
뉴튼에서는, 신체 질량 지수(BMI-Body Mass Index) 계산에 따라1, 4, 7, 그리고10학년에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를 잰다. 

 
● 자세 – 자세 검사 프로그램은 다음을 위해 수행된다: 

o 의학적 평가가 더 필요한 척추 문제의 초기 증상을 감지, 
o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제공, 
o 수술적 치료의 필요를 감소.  

 
신체적 급성장과 다양한 신체적 성장속도 때문에 5학년부터 9학년까지는 검사를 매년 해야 
한다. 학부모/후견인이 학교에서 하는 자세 검사를 거절할 경우, 검사 날짜, 결과, 그리고 
의사의 이름이 포함된, 가정 의사가 작성한 문서를 학교 간호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뉴튼에서는 5, 6, 7, 8, 그리고 9학년에 학생들에게 자세 검사를 한다. 

 



 
● 납 겁사 – 유치원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일생에 적어도 한 번 납 중독 검사를 했다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유치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납 검사 요구는 G.L. 
c.111, §193에 의거한 조치이며 매사추세츠주 공중 보건부(MDPH)의 납 중독 예방 및 
통제 규정(150 CMR 460.040-460.070)에 의한 것이다.  

 
E. 학교에서의 질병 

 
학교에서는 많은 요소에 의해 전염병의 이동 위험이 증가한다.  전염성이 있는 건강 
상태라고 의심되는 학생은 누구나 학교 간호사의 재량으로 학교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그 
상태가 해결되고/되거나 의사에 의한 평가 증거가 있을 때까지 어떤 학생도 학교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가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집에 있게 해야 
한다. 

 
● 지난 24시간 동안 열이 100도가 넘었을 때 
● 감기가 한창 진행 중일 때 
● 목이 따끔거리고/거나 목선이 부었을 때 
● 미확진 가려움 또는 피부의 발진 
● 지난 24시간 내 설사나 구토 

 
 
 
 

F. 학교 내 학생을 위한 치료약 
 

치료약 관리를 위한 뉴튼 보건 복지부의 방침은 각 학교 의무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방침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능한 한, 치료약 관리는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일정을 잡아야 한다. 학생이 수업일 
동안 치료약 관리를 필요로 하면, 다음과 같은 상태여야 한다: 

 
● 매 학년 시작할 때 치료약 주문을 갱신해야 한다. 
●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치료약을 포함하여, 모든 치료약에는 면허가 있는 조제사로부터 

문서화된 치료약 주문서가 있어야 하며, 
http://www.newtonma.gov/medicationpermission에서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처방약 
허가 양식의 작성본이 있어야 한다.  

● 단기간, 즉 수업일 약 10일의 치료약은 의사의 주문 대신에 약국 라벨이 있는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치료약은 학부모/후견인이 전달해야 한다. 
● 치료약은 약국 또는 제조자 라벨이 있는 용기로 전달되어야 한다. 
● 30일치 치료약이 한 번에 허용되는 최대 양이다. 
● 현장 견학 처방약 양도의 수락은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행해진다. 
● 자기 치료약은 학교 간호사와 상의한 후 특정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G.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에이즈(AIDS) 

 
에이즈나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학생은 학교 환경에서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는 HIV 전달 위험이 전혀 없고, 기타 다른 학생과 마찬가지로 모든 수업이나 학교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유일하게 예외적인 경우는 학생이 걷잡을 수 없이 
피를 흘리거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보이는 드문 상황에서다.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 즉 에이즈 감염 학생의 사생활은 주정부 
사생활법(G.L. c.214, §1B)의 보호를 받는다.  
 
학부모/후견인은 학생의 에이즈/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상태와 관련하여 정보 
통제자이다. 이들은 학교 직원에게 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학생의 주치의와 
상담하여 학생의 에이즈/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특정 학교 직원, 특히 학교 
간호사나 학교 의사에게 알리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은 지침이 권고된다: 

 
● 학부모/보호가 학교 간호사나 학교 의사에게 직접 알린다.  
● 그렇지 않으면, 학생의 주치의를 통해 공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학부모/후견인의 명확한, 고지에 입각한, 서면 동의가 요구된다.  
● 학교 간호사나 학교 의사가 다른 학교 직원에게 학생의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상태를 

공개하려면, 학부모/ 후견인의 명확한, 고지에 입각한, 서면 동의가 요구된다. 
 

전체 HIV/AIDS 방침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newton.k12.ma.us의 학교 위원 
방침(School Committee Policies) 페이지에 있다. 
 
 

H. 생명을 위협하는 식품 알레르기 
 

뉴튼 학교 위원회의 방침은 생명을 위협하는 식품 알레르기(LTA)를 가진 아이들이 생명 
위협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공격성 알레르기 물체에 노출될 위험을 최소화하는 뉴튼 체계 
안에서 학생과 학교를 위해 연령 맞춤 지침을 세우는 것이다. 이 지침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건물에 기초한 일반 응급 의료 계획, 생명을 위협하는 식품 알레르기 응급 계획, LTA 진단을 
받은 학생을 위한 개인 건강 돌봄 계획, 적절한 직원 훈련,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장비 장소의 이용 가능성, LTA 학생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 항원에 노출됨으로써 해를 입을 것을 불필요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학교 
활동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른 지침들. 
 
학교 위원회는 특정 건물에 기초한 지침/조치가 어떤 아이건 차별이나 격리를 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의 건강적 필요와 안녕을 고려하기를 기대한다. 학교 위원회는 모든 학생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 위험이 줄어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리고 개방되고 
정보화된 소통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LTA 가 있는 학생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들 자신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에 개인적으로 더 책임을 지도록 도와주기 위해, 아이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칠 때 지침을 수정하는 것이 뉴튼 위원회의 방침이다.  
 
전체 생명을 위협하는 음식 알레르기 지침(Life-Threatening food Allergy Guidelines)은 
웹사이트 www.newton.k12.ma.us의 School Committee Policies 페이지에 나와 있다. 

 
I. 건강 정책(Wellness Policy) (SC가 2015년 10월 승인한 개정된 정책) 

 
뉴튼 공립 학교는 모든 학생들의 학업적,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 성장과 개발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본 학구는 모든 직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더불어 종합적인 학교 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계속 개발하고 있다. 이 
정책은 2년마다 검토되며 정책의 변경 사항은 심의를 위해 학교 위원회에 제출된다. 이 
정책은 MA의 공중 보건부 규정 105 CMR 215에 따라 수립된다.  
 
전체 건강 정책(Wellness Policy)은 웹사이트 www.newton.k12.ma.us의 School Committee 
Policies 페이지에 나와 있다. 

 
J. 머리 부상 예방 및 관리 

 

http://www.newton.k12.ma.us/
http://www.newton.k12.ma.us/
http://www.newton.k12.ma.us/


 
과외 체육 활동을 하다가 머리에 부상을 입는 6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뉴튼 학교 위원회의 정책이다. 최소 2년에 한번은 
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개정되는 규약이 개발되었다. M.G.L. c. 111 §222; 105 C.M.R. 201.001 
et seq  참고 

 
전체   스포츠 관련 머리 부상 및 뇌진탕 예방 및 관리 정책(Sports-Related Head Injury and 

Concuss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Policy)은 다음의 웹사이트에 나와 있다: 
www.newton.k12.ma.us의 School Committee Policies 페이지. 

 
 
XI. 제반 절차, 방침 및 기타 중요한 학교 정보 

 
A. 상해 보험 
 

자발적인 학생 상해 보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의 학부모/후견인을 위한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들이 이를 선택하는 것은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학생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뉴튼 공립 학교는 이러한 자발적인 학생 상해 보험 옵션 정보를 
학부모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의료비 부대 비용으로 제공하며 특정 보험 회사를 추천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보험 정보는 다음에서 접할 수 있다: 
http://www.newton.k12.ma.us/Page/1168 

 
B. 학교 내에서의 광고 

 
교사들과 학생들로부터 직접적인 기여를 모색하는 광고물들은 학교위원회에서 투표로 
승인하지 않으면 진열이나 배포를 할 수 없다. 교육감실에서 유용한 교육 체험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어떠한 기부 물품도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면 학교 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이메일을 통한 광고도 포함된다. 

 
C. 평가 방침 

 
뉴튼 공립 학교의 가르침과 배움은 국가, 주, 지역의 측정 수단들을 통하여 평가된다. 
1998년 이후로, 학생 성적 향상은 부분적으로 매사추세츠주 이해 평가 체계(MCAS)를 
사용하여 측정되고 있다. 이의 목적은 표준에 기반한 커리큘럼에서 학생의 숙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매사추세츠 초/중등 교육부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doe.mass.edu/mcas/ 
 
2016-17 학년도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은 소위 말하는 MCAS 2.0을 사용하여 영어 
능력 및 수학을 평가 받게 된다. 기존의 MCAS는 계속하여 모든 시험 학년(5학년, 8학년, 
9학년)에서 과학 평가 도구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영어와 수학 평가의 도구로 쓰일 
것이다.  
 
MCAS평가 외에, 뉴튼 공립 학교는 특수 목적을 위해 선택한 여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더 자주 평가하고 있다.  
 
개인 및 학교를 기초로 한 평가 정보들은 추가 교육을 위한 - 더 도전적인 자료들을 필요로 
하건 특정 기술이나 개념에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건 - 학생 요구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학구 수준에서는, 장기 동향을 파악하고 대규모 교과 과정과 교육 주도 방안을 알리는 데 
정보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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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책과 물품 간수 

 
학생은 본인에게 위임되거나 대여된 모든 교실과 도서실 도서들, 운동 기구, 사진기들, 
악기들, 그리고 기타 학교 장비와 자산을 시간에 맞는 반납에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반납 
요청된 이런 물질들을 반납하지 않으면 학생은 방과후 학교에 남고/남거나 과외 활동 
참여가 박탈된다. 학생은 이러한 물질들을 학생에게 위임되거나 대여되었을 때와 같은 
상태로 반납해야 하며 손상되거나 분실된 물품들에 대해서는 수리나 대체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E.  경력 및 기술 협력 교육 기회 

 
매사추세츠주법 제74장은 각 공동체가 그 지역 학생들의 경력 및 직업 기술 교육(CVTE) 
필요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뉴튼 공립 학교에서는 전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데, 뉴튼 북 고등학교와 남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있고, 뉴튼 북 
고등학교에서 주관한다. 뉴튼 남 고등학생들은 뉴튼 남 고등학교에서 정규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따라가면서 주요한 CVTE 과정을 들을 수 있다. 뉴튼 남 고등학생이 CVTE에서 
정규 학생으로서 전공하기 위해 뉴튼 북 고등학교로 전학하고자 한다면, 지역구 외 전학에 
관련한 지역구 방침을 따라야 한다. CVTE 입문을 마치고 경력 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CVTE 지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원서는 뉴튼 공립 학교 웹사이트 CVTE 섹션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추가 정보를 원하면, (617)559-6250 및/또는 (617) 559-6254로 경력 및 기술 
교육 이사에게 연락하면 된다. 
 
전공 3 연구 과정에 있는 경력 및 기술 교육 학생들에게는 경력 및 직업 기술 협력 교육 업무 
경험이 가능하다. 협력 교육 실무 경험은 학생들의 교육 경험에다 추가 학습 차원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이들이 가진 기술과 지식을 실시간 실무 학습 환경에서 넓혀가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것은 유급의, 지도 감독이 있는, 교육 경험으로서 학생들의 경력 및 직업 
기술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이 있고, 학점 이수가 되기도 한다.  학생들의 하루 일과는 학교 
공부와 현장 훈련으로 나누어진다. 협력 경험을 할 수 있으려면, 학생들은 숙달된 능력 
기술을 보여 주고, 양호한 출석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학문적으로 우수하며, 약력을 
발전시키고, 6년 경력 계획을 완료하고, 자신의 교사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F.  교통 정리원 적용 범위 

 
초등학교 (K-5학년)만을 위함 – 교통 정리 경찰은 수업일 학교 시작 전 45분 동안 그리고 
방과후 45분 동안 주요 교차로에서 근무 중이다. 학부모나 후견인들은 학생들에게 이 시간 
동안 걸어서 학교를 오가도록 가르쳐야 한다. 교통 정리 경찰은 화요일과 조기 귀가일에는 
오후 1시 15 분까지 근무 중이다.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 오전7시 50분 – 오전8시 35분 그리고 오후3시 – 

오후3시 45분 
● 화요일과 조기 귀가일: 오전7시 30분 – 오전8시 15분, 그리고 오후12시 30분 – 

오후1시 15분 
 

Minot Place 및 Walnut Street의 주간 중학교 
 

●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 오전7시 30분 – 오전8시 15분 그리고 오후 2시 
30분 – 오후2시 55분 

● 화요일 – 오전7시 30분 – 오전8시 15분 그리고 오후1시 45분 – 오후2시 10분 
 



 
G.  영어 학습 프로그램 (ELL) 

 
뉴튼 ELL 프로그램은 모든 초등 및 중/고등학교에서 K-12 학년의 약 850명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다. 가정에서 영어 외에 혹은 더하여 다른 언어를 쓰면서 뉴튼 공립 학교에 입학한 
모든 학생은 영어 수행 능력을 평가 받는다. 만약 서비스 받는 것이 권고되면 부모나 
후견인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들으며, 서비스 사용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다.  영어 
수행력 향상을 위한 말하기, 듣기, 읽기 그리고 쓰기 기술을 ESL교사와 보조 교사가 
지도한다.  지도는 학생 개인의 언어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에 맞춰서 이루어진다.  주요한 
7개 언어 (중국어-광동어/만다린, 스페인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한국어, 일본어, 
이스라엘어)로 된 모국어 지원 또한 필요하면 제공된다.  영어 학습자는 학교의 정규, 특별, 
기술 및 직업 프로그램에서 모든 공부 과정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모든 
학교 지원 활동에도 참여할 권리가 있다. 영어 학습자는 상담과 학과 과정 정보(고등학교)를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들을 권리가 있다. 영어 학습자의 가족은 학교 정보를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 그리고/또는 방법으로 들을 권리가 있다. 학교 직원은 이들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된 상담 및 회의에 통역사를 배치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617) 559-6043 ELL부로 
연락하면 된다. 
 

H.  현장 견학 
 

학교 후원의 견학에 참석하는 것은 필수 학급 활동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학생들의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다. 교장이나 그의 지정인이 판단하기에, 학생의 행동 방식이 너무 적절하지 
않아 불안전하거나 계획된 견학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여겨지면, 교장이나 그의 
지정인은 이 학생을 참석 못하게 결정할 수도 있다. 
 
학부모(들)/후견인(들)의 서면 동의서 제출 없이는 어떠한 학생에게도 학교 견학이 허락되지 
않는다. 어떠한 학생도 재정적 문제로 인해 어떠한 학교 견학에건 접근이 거절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 학부모나 후견인은 교장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구해야 한다.  동반 학부모 
후견인들은 차후의 혹은 지속적인 봉사 조건으로서 지역구가 그들의 CORI/SORI 정보를 
확보하도록 허가해야 한다. 

 
I. 교사들 선물에 관한 방침 

 
교사 개인에게 선물을 고려하는 경우, Newton Public Schools는 그 선물이 학급에서 주는 
것이고 기부자의 신원과 개별 금액이 수혜자에게 알려지지 않는 범위에서 “학급 선물” 
($150을 초과하지 않는)로만 줄 것을 권장한다. 이것은 교실에 대한 선물과는 다르다 *. 
감사의 마음의 표시의 형태로 주는 개별적인 선물은 허용된다. 직원에게 주는 가치가 있는 
개별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 방침과 우리의 절차에 관한 질문은 인사처(Department of 
Human Resources)에 문의하면 된다.  
 
*교실 선물이나 기부에 관한 내용은 평등 정책(Equity Policy을 참고하면 된다. 

 
J. 집이나 병원에서의 교육 

 
의료 상의 문제로 학교를 결석하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경우, 그 학생은 집이나 병원에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서면 요청이 있어야 하며, 
어떤 학년이건 수업일 14일 이상 기간을 집이나 병원에 있어야 한다. 집이나 병원에서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학생의 교장이나 학교 상담원에게 연락해야 하고, 
의사로부터 받은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 서비스는 학생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지 않는 한 특수 교육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 
서비스에는 학생의 IEP 요건이 포함된다. 

 



 
K. 유치원 등록 및 선발 심사 

 
유치원 등록과 선발 심사는 봄에 각 이웃 학교에서 정하는 날에 행해진다. 부모들은 9월 
입학 전 1월에 이웃 학교에 연락하여 유치원 등록을 위한 약속 시간을 정할 수 있다. 학교의 
직원은 발달 적격 심사를 하여 부모에게 결과를 통보할 것이다. 
 
유치원에 입학하려면, 아이가 8월 31일이나 그 전에 5세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1학년에 
입학하려면, 아이가 8월31일이나 그 전에 6세가 되어야 한다. 

 
L. 휴교 안내/등교 시간 지연 

 
학교 수업이 취소되거나 등교 시간 지연 시, 학교 자동 안내 시스템인 리버스-911 전화 
서비스를 통하여 부모들에게 통보될 것이다. 안내는 또한 다음과 같이 텔레비전 방송국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부모나 학생들은 또한 지역구 비상 연락 라인인 617) 
559-9699로 전화하여 사전 녹음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소방서나 경찰국으로는 전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텔레비전을 보고,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학교 비상 연락 라인으로 
전화하여 녹음된 내용을 듣는다.  
눈이나 얼음 폭풍이 있은 다음날 학교가 문을 열 수는 있지만, 부모나 후견인들은 그들 
지역의 도로 사정이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상태인지를 자체 판단해야 한다. 
부모나 후견인의 판단으로 인한 학생의 결석은 합리적인 이유로서 받아들여진다.  

 
M. 교사의 자격을 알 학부모 권리의 고시 

 
아동 낙오방지법(NCLB)은 부모나 후견인이 자녀의 학급 교사들의 직업적 자격에 관해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부모들/후견인들은 학교 교장으로부터 그러한 정보를 
청할 수 있다. 부모/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요청 정보를 제공받는다: 
● 교사가 가르치는 과목에 요구되는 주정부 자격증이나 허가증을 교사가 가지고 있는가 

여부; 
● 교사의 학위 전공 및 기타 대학원 학위 또는 교사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이 그 분야나 

과목과 일치하는가 여부; 그리고  
● 아이가 보조 교사들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받고 있다면, 그 보조 

교사들의 자격. 
 

N. 학생의 권리 보호 개정안(PPRA)에 의거한 권리들의 고시 
 

학생의 권리 보호 개정안(PPRA, 20 U.S.C. §1232h)은 학부모/후견인 그리고 18세 학생 
또는 미성년에서 벗어난 학생들(“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조사의 수행, 판매 목적(“시장 
조사”)의 자료 수집과 사용, 특정 신체 검사 및 심사(screening)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권리를 
제공한다.  
 
그 권리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조사가 미국 교육부 프로그램에 의해 전부 혹은 일부 기금 보조를 받으면,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하나 이상의 보호 분야(“보호되는 정보 조사”)와 관련이 있는 조사에 응하도록 
요구되기 전에 동의할 권리: 
1. 학생이나 학부모/후견인의 정당 가입 또는 신념; 
2. 학생이나 학생 가족의 정신적 혹은 심리적인 문제들; 
3. 불법적, 반사회적, 자기 고발적 혹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 
4. 응답자와 친밀한 가족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을 비판적으로 평가; 
5. 변호사, 의사, 목사와 같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특권적인 관계; 
6. 학생 또는 학부모/후견인의 종교적 실행, 소속 혹은 신념; 
7.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결정하는 데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 외의 소득. 



 
 

통지를 받고 학생을 다음에서 빼기로 선택할 기회를 받을 권리: 
1. 기금 보조에 상관 없이, 기타 어떤 종류건 보호되는 정보의 조사; 
2. 청력, 시력, 또는 척추 만곡 검사, 또는 주정부법에 의해 허가되거나 요구되는 신체 

검사나 심사를 제외하고, 출석 조건으로 요구되고 학교나 그의 대리인이 조직하고 
학생의 즉각적인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닌 비응급적, 침해적 
신체 검사 또는 심사; 그리고 

3. 학생들로부터 얻은 개인 정보를 시장 조사나 판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분배하기 위해 
수집, 공개, 사용하는 활동들. 
 

요청에, 그리고 집행이나 사용 전에, 조사할 권리: 
1. 학생의 보호되는 정보 조사; 
2. 위에서 열거한 시장 조사, 판매, 또는 다른 분배 목적으로 학생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들; 그리고 
3. 교육 과정의 일부로 사용된 교육 자료. 

 
또한 PPRA에 따르면 Newton Public Schools는 학부모/후견인에게 통보 및 동의를 
구하거나 이들이 자신의 자녀가 위에 기술된 보호되는 정보 조사, 시장 조사, 특정 신체 검사 
및 심사 등과 같은 특정 학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뉴튼은 
학부모/후견인들과 상담하여, 이러한 권리들에 대한 방침을 개발하고 채택해왔으며, 또한 
보호되는 조사의 관리에서, 그리고 시장 조사, 판매, 혹은 다른 분배 목적의 개인 정보 수집, 
공개, 또는 사용을 관리하는 데서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정들도 개발하고 
채택해왔다. 뉴튼은 적어도 매년 매 학년 초에 그리고 실제 변동이 있은 후에는 언제나, 
이러한 방침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학부모/후견인 그리고 자격이 있는 학생들에게 알린다. 
뉴튼은 또한, 편지나 이메일로 적어도 매년 매 학년 초에 다음과 같은 활동들의 특정 날짜 
혹은 대략적인 날짜들을 학부모/후견인 그리고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알리고, 학생이 
불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시장 조사, 판매 또는 기타 분배를 위한 개인 정보의 수집, 공개, 또는 사용.  
● 교육부에서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기금 지원이 되지 않는 모든 보호되는 정보 조사의 

관리. 
● 응급사항이 아닌, 위에서 기술한 침해 받는 신체 검사 또는 심사.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후견인/자격이 있는 학생은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1 또는 전화 1-800-USA-LEARN (1-800-872-5327).로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  이 정보는 미국 교육부로부터 온 것이다. 

 
O. 타 학군 학생의 입학 방침-일반적 지침들 

 
살고 있는 지역구의 학교가 아닌 뉴튼의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타 학군 뉴튼 학생 배치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배치는 빈 자리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관심이 있는 가정은 K-5학년은 617-559-6105번으로, 6-12학년은 전화 617-559-6115번으로 
전화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다음 학년 신청은 서류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양식은 2014년11월 3일부터 

교육 센터 218호실(K-5), 214호실(6-12)에서 또는 웹사이트 www3.Newton.k12.ma.us 
에서 얻을 수 있다. 

● 작성된 지원서는, 지역구 내 교장의 서명을 받아, 빨라도 3월 1일 이후 늦어도 5월 1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한다. 5월 1일 이후 노동절 전까지 접수된 지원서들은, 특별한 
상황으로서, 다른 모든 배치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야 배치가 고려될 수 있다. 

● 타 학군 배치의 허가는 요청 학교와 학년에 빈 자리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이후 학년들 
모두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상 학급, 팀 그리고 학교 규모는 교육부의 가장 최근 계획에 



 
기초할 것이다. 규모는 요청된 학년도와 교육부 계획이 제공된 미래 학년도 모두에서 
고려 대상이 될 것이다.  

● 타 학군 학교로 자녀를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는 것은 학부모/후견인의 책임이다. 
 
P. 연구 방침 

 
뉴튼 공립 학교는 학생의 학업 성과와 교육 과정의 개발/이행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또는 조기 유아 교육과 같은 특별 분야의 연구 문제, 그리고 초등학교 및/또는 
중고등학교 교육에 집중한다. 때때로, 뉴튼 공립 학교는 학교 내 연구를 진행하라는 요청을 
개인, 기관 및/또는 조직으로부터 받는다. 이러한 요청은 어떤 것이든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중등 교육 및 특별 프로그램 조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뉴튼 공립 학교 내 연구 
진행에 관한 정보는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웹사이트 www.newton.k12.ma.us 내 중등 
교육(Secondary Education) 페이지.  

Q. 학교 위원회 공개 회의 
 

뉴튼 학교 위원회(Newton School Committee)는 통상 9월부터 6월까지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에 모임을 가진다; 학교 위원회가 변경에 동의하면 회의가 다른 요일(월요일 대신)에 
개최될 수도 있지만 하절기에는 위와 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모임은 일반적으로 
교육센터(100 Walnut Street, Newtonville, Frazier Room(210))에서 열린다. 모임은 
일반에 공개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www.newton.k12.ma.us/schoolcommittee에서 얻을 수 있다. 

 
R. 학교 평의회 

 
1993년 매사추세츠주 개정 교육법에 의하면 각 공립학교는 교장, 전문직 직원이 선출한 
교사들, 학부모 공동체가 선출한 동수의 학부모/후견인들, 해당 학교에 자녀가 다니지 않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로 구성된 학교 평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평의회의 목적은 교장이 
교육적 목표를 도입하고, 학생의 교육적 필요들을 확인하며, 학교 일년 예산을 검토하고, 
학교 개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돕고 조언하는 것이다. 

 
S. 사진촬영, 영상녹화, 음성녹화 및 이동 통신 기기*를 포함한 학생 활동 

 
학급의 교육 활동의 일부로서, 또는 학급이나 학년 앨범, 학교 신문, NewTV 속 영상 잡지, 
드라마 연출 등의 제작과 같은 학생 활동과 관련하여 학생들 또는 학교 직원은 다른 학생의 
사진을 찍거나 영상녹화 혹은 음성녹화를 할 수 있다. 
학부모/후견인이 학교 활동에 참여할 때 자신의 자녀가 사진이 찍히거나, 영상 녹화 또는 
음성 녹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제한된 학생 정보 공개 거부 양식(Opt-Out of Limited 
Student Information Release Form) 및/또는 매체 및 출판 공개(Media and Publishing 
Release)에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교장은 학생 행사나 활동이 사진촬영, 영상녹화, 음성 
녹화될 때 개개의 사례에 따라 추가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 공개 행사나 NewTV를 통해 유선 방송되는 프로그램 제작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그 밖에는 뉴스 미디어와 미디어 관련 회사들은 학교 직원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바로 접근할 수 없다.  본 시스템이 방송 보도를 허용할 
경우, 학생들은 NPS 매체 및 출판 공개(NPS Media and Publishing Release) 양식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동 통신 기기란 아이팟, 아이팟 터치, 아이폰, 아이패드, 스마트펜, 스마트폰 그리고 기타 
기록하고, 사진 찍고, 영상을 촬영하거나 인터넷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디지털 기기로 
정의된다. 

 
T. 학생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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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을 내야 하는 프로그램 및/또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버스로 이동, 학생 주차, 학교 
점심, 초등학교 이른 아침 프로그램, 운동부 입회, 초등학교 악기 연주 음악, 뉴튼 공립 학교 
올 시티 밴드, 오케스트라와 합창, 중학교 학생 활동(드라마는 선택), 그리고 고등학교 
드라마.  아래에 요금 목록(많은 것에 가족 한도액이 있다), “최대 한도액” 또는 가족이 
요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설정하도록 하는 전 가족 한도액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도록 하는 재정적 면제에 관한 
정보가 있다. 
 
 
 
 
 
학교 위원회에서 정한 2016-2017학년도 요금은 다음과 같다: 

 
요금 유형 요금/한도액 

버스로 이동 - 일년 왕복 요금 
K학년에서 5학년까지 전 학생과 학교로부터 
2.0 마일 이상 멀리 사는 6학년 학생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6학년에서 
12학년까지 전 학생은 요금을 내야 하며, 안전 
구역 내에 사는 학생도 포함된다. 
학부모/후견인들은 NPS 웹사이트: 
http://www.newton.k12.ma.us/transportation에서 
집에서 학교까지 도보 거리를 묻거나 기타 
자주 하는 질문들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학생당 $310/ 가족 한도액 $620 
 
●초등학생당 $155로, 방과후 통학에 한함. 
 
통행증은 모든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버스 통행증 체계를 남용하거나 
학교 체계 행동 규칙을 위반하면 징계 
처분으로 이어지고, 여기에는 이동권 
정지와 요금 몰수가 포함된다. 

초등학교 기악 – 교육 4학년 참가자당 일년에 $150이며 학기당 $75을 
낼 수도 있다. 

초등학교 기악 – 합주 5학년 참가자당 일년에 $150 

초등학교 이른 아침 프로그램 하루에 $12로 학기별 지불 

뉴튼 공립 학교 올 시티 밴드,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참가자당 $150; 4학년이나 5학년 학생으로 
악기 연주 음악 요금을 내는 학생은 올 시티 
요금 면제 

학생 활동 – 중학교 
학교 후원의 과외 활동/Triple E 포함 

학생당 모든 클럽에 연간 무제한 참여가 
$60 또는 $100(학생이 드라마에도 
참여하면) 

운동부 입회 – 중학교 운동당 $160/ 가족 한도액 $480 

고등학교 드라마 
배우 및 보조 포함 

작품마다 참가자당 $150, 일년에 참가자당 
최대 $450 

운동부 입회 – 고등학교 
 

운동당 $300(하키 및 풋볼은 $400)/가족 
한도액 $900 

주차 요금 – 고등학교(북과 남) 일년에 $310, 학기당 지불 가능 

유형식 학교 점심 초등학교 $3.30 

 중학교 $3.60 

 고등학교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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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4.50에 세금 추가 
 
 

최대 한도액 
학교 위원회에서는 어느 가정도 연간 $1,200이상은 지불하지 않도록 한도액을 정하였다. 
학기 시작 전에 버스 요금 신청서를 내야 하므로, 어느 가정도 버스 통학에 $620 이상은 
지불하지 않는다. 나머지 한도액은 초등학교 이른 아침 프로그램, 학생 주차 그리고 유치원 
수업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요금에 적용된다. 개인 한도액 또는 가족 한도액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학교 행정부에서 각 학생의 납부 기록을 관리한다.  
요금 면제 
요금 면제는 재정적 곤란으로 인해 이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되는 모든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어떠한 학생도 요금을 낼 수 없어서 학교가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거나 
버스 통학을 할 수 없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연방 및 주정부의 요금 면제 지침은 
수입과 가족 인원에 기초한다. 예상치 못한 의료 문제, 가족 상태의 변화, 고용 상태의 변화 
또는 기타 긴급 상황과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추가 고려가 있을 수 있다. 재정 보조 양식은 
뉴튼 공립 학교 웹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학교에서 얻을 수 있다. 

 
온라인 요금 납부 
학부모는 뉴튼 공립 학교 웹사이트 http://www.netwon.k12.ma.us/feedbasedprograms에 
접속하여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통해 대부분의 학교 관련 요금을 전자로 지불할 수 있다. 
납부는 당좌 예금(checking) 계좌에서 이체되는 ACH 식이나 신용 카드 (마스터카드나 
디스커버리 카드만)로 지불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ACH 당좌예금 계좌 이체로 하면 
무료이고, 신용카드 사용의 경우에는 온라인 납부 시스템 제공자에게 직접 지불되는 편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뉴튼 공립 학교는 이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물리지 않는다.  
 
직접 납부 또는 우편 납부 
학부모가 직접 혹은 미국 우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신청 용지는 뉴튼 공립 학교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또는 학교에서도 얻을 수 있다. 
 

U. 교통 편의 
 

뉴튼 공립 학교 학생 교통 편의에 관한 모든 정보와 양식은 웹사이트 
www3.newton.k12.ma.us/transportation에서 얻을 수 있다. 
 
특수 교육 교통 편의는 학생 서비스국(617-559-6025)에서 허가를 하고, 교통 
편의실(617-559-9051)에서 일정을 짠다. 요금 할인이 되는 MBTA 학생증은 각 학교의 중앙 
사무국에서 얻을 수 있다. MBTA 월 통행증도 구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 사무국 
(617) 559-9051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버스  안전  수칙  

뉴튼 공립 학교는 G.L. c.90, §7B를 수정한, 학교 버스 안전 실행에 관한 1986년 법 
제246장을 지켜야 한다. 
 
이 법은 학년 중에 모든 학교 지역이 학교 버스를 이용하는(현장 견학, 운동 경기 등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에게 교실에서 안전 버스 승차 교육을 하도록 요구한다. 이 교실 
교육은 다음 기간 동안 적어도 세 번 행해져야 한다:  (1) 매 학년 수업 첫 주, (2) 9월 에서 
1월 사이의 기간, (3) 1월에서 학년 말 사이의 기간. 이 법은 또한 학교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학생이 적어도 매 학년 두 번 버스 비상 대피 연습에 참석하도록 요구한다.  
 
모든 노란색 학교 버스에는 K-12 학년 학생들이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좌석용 안전 벨트가 갖추어져 있다. 학생들은 항상 좌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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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학교 방문자들 – 기대와 절차 
 

학교 건물 방문자는 모두 중앙 사무실에서 방문증을 얻고 방문록에 서명을 해야 한다. 
방문자가 건물을 떠날 때는 떠나기 직전에 방문록에 퇴거 서명을 하여 중앙 사무실에서 
언제든 건물에 누가 있는지 그 기록을 가지고 있도록 해야 한다. 직원들과 학생들은 어떤 
방문자든 방문증 없이 건물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를 중앙 사무실에 알려야 한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모든 문은 아침에 학생들 등교 시간을 제외하고 수업 시간 동안은 
잠긴다. 아침에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가 공식적으로 수업일이 시작될 때 건물에 머물 
계획이라면 서명을 하고 방문증을 착용해야 한다.  
 
일단 수업일이 시작되면, 학교 문은 모두 잠기며 방문자들은 모두 중앙 출입구에서 출입을 
요청해야 한다. 중앙 출입구에는 비디오/오디오 버저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을 누르면 중앙 
사무실로 벨이 울리고 직원은 문의 잠금장치를 풀 수 있다. 중앙 사무실 직원은 먼저 
방문자의 이름, 방문 이유 및 필요하다면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같은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방문증을 얻고 방문록에 서명을 하려면 방문자는 중앙 사무실로 가야 한다. 방문자가 
직원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직원은 방문자에게 중앙 사무실에 서명이 
제대로 접수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청해야 한다. 하교 때에도 문은 계속 잠겨 있다. 하교 때 
학생과 만날 부모는 지정된 하교 출구 문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 하교에 이어,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은 지정된 방과후 프로그램 문으로만 접근할 수 있으며, 여기에도 또한 
비디오/오디오/버저가 있고 방과후 프로그램 직원이 이를 통제할 것이다.  
 
고등학교 
고등학교 캠퍼스는 계속 개방된다; 그러므로 수업일에도 학교 문이 잠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모든 방문자는 중앙 사무실에서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  
 

1. 방문증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절차 
● 방문자(들)에게 접근하여 도움을 제안한다. 
● 방문자(들)를(을) 중앙 사무실까지 호위하여 방문증을 얻고 서명하게 한다.  
● 방문증 없는 방문자가 접근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직원이나 학생은 

한 명 또는 두 명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방문자를 대면한다. 
● 만약 방문자(들)가 협력하기를 거절하면, 상황을 확대시키지 말 것. 상황이 

안전하게 마무리 되면, 침입자가 가는 방향을 감시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연락하여 그 방문자(들)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어른은 사무실로 
관리자를 부르러 학생을 보내서는 안 된다. 

● 침입자의 위반 사실을 알리기 위해 뉴튼 경찰국에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침입자의 정의 
침입자란 누구든 학교 건물 또는 학교 운동장에서 방문자 방침에 협조하기를 거부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듯이 보이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방문증 없이 학교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대처하는 절차에 더하여, 주차장이나 학교 근처 거리에서 지체하는 차가 
있다거나, 또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주시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러한 상황들이 
학생들에게 위험을 시사할 수도 있기에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XII. 가족 및 학생 서명 페이지 
 

저희 웹사이트 가족 접근권(Family Access)에서 온라인으로 서명하여 이 양식들을 완료하십시오. 
이 양식들의 사본은 참고용으로, 또는 귀하가 인터넷으로 양식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제공됩니다. 웹사이트 Skyward Family Access에 대한 링크는 바로 가기 링크와 Families 탭을 
통해 연결되는 학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http://newton.k12.ma.us/ 로그인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면 자녀의 학교에 연락하십시오. 

 
A. 제한된 학생 정보 공개 거부 

 
1. 학생 인명부 정보 공개 

 
학생 기록을 관장하는 주 및 연방 규정에 따라, 귀하가 정보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아래 확인란에 체크하여 표시하지 않는 한 Newton Public Schools는 학생 “인명부 
정보”를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34 C.F.R. 99.37(d);  603 CMR 23.02를 참고. “인명부 
정보”는 학생의 이름, ID 번호, 주소, 전화번호 목록, 생일 및 출생지, 전공 분야, 출석일 
수, 사진(앨범 및 학교 뉴스레터에 포함된 사진 등), 운동팀 구성원의 몸무게와 신장, 
점수, 공식으로 인정된 활동 및 스포츠의 참가, 등급, 각종 포상, 그리고 고교 졸업 후 
계획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NPS는 법이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제한된 환경에서 “인명부 정보”를 유출할 수 있습니다. 매년 귀하는 이러한 유출 
사항을 검토하고 갱신하도록 요청 받습니다.

 
유출 거절 

나는 내 자신/내 자녀의 인명부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위 
네모 상자에 체크 함으로써, 나는 나의/나의 자녀의 이름, 인명부 정보 
및/또는 사진이 뉴스레터,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지역 및 학교 
출판물(연극 광고 안내문이나 우등생 명단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해합니다; 인명부 정보는 파트너 조직(PTO 포함) 또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업체(학교 사진관, 졸업반지 또는 의류 업체 등)에 
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 
학부모 또는 학생 (18세 이상) 

 
B. 학생 정보의 유출–중학생에게만 해당 

 
1. 군인 및 고등교육 모집인에 대한 정보 유출  

 
연방법에 따라 연방 자금을 지원 받는 공립 학교들은 신병 모집관 및 고등교육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중등학교 학생들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연방법에 따르면 학생의 부모/후견인 또는 중등학교 학생은 부모/후견인 또는 학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러한 정보를 학교가 유출하지 말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매년 이러한 요청에 대한 갱신을 요청 받게 됩니다. 

유출 거절 

나는 나의 자녀/나 자신(18세 이상인 경우)의 학생 정보가 신병 
모집관에게 유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나 자신(18세 이상인 경우)의 학생 정보가 고등교육 
기관에게 유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 
                                       학부모 또는 학생 (18세 이상)  



 
C. 매체 및 출판 공개 

 
각 카테고리에 대한 승락을 표시하려면 각 네모상자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네모상자가 
비어 있으면 귀하는 그 항목에 승낙을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출판/매체/인터뷰/인정에 대한 허용  

 
나는 Newton Public Schools가 학년 중에 나의 자녀가 인터뷰를 받고/받거나 사진이 
찍히도록 하거나, 또는 아이의 이름이 Newton Public Schools/학교/학급/활동 웹사이트나 
매체 페이지(Facebook 또는 Twitter)에 나오도록 하고/하거나 학생의 업적으로 인해 이러한 
매체 방문이 NPS 및/또는 그 지정인에 의해 허락된 경우 아이의 이름이 Newton Tab, 
Boston Globe, NewTv 등과 같은 매체 출판물에 나오도록 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 
학생 사진 사용에 대한 허용  

 
나는 Newton Public Schools가 나의 자녀의 사진이 Newton Public 
Schools/School/Class/Activity 웹사이트나 매체 페이지(Facebook 또는 Twitter)에 
출판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사진 일반 사진, 비디오 또는 멀티미디어 프로젝트의 
사진 형태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진에 성, 집 주소, 전화 번호는 나오지 않습니다.  

 
NPS 웹사이트나 매체 페이지에 학생의 작품 출판 

 
나는 NPS가 Newton Public Schools/School/Class/Activity 웹사이트나 매체 
페이지(Facebook 또는 Twitter)에 나의 자녀의 작품을 출판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나는 
나의 자녀의 작품이 글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여전히 나의 자녀의 재산권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성, 집 주소, 전화 번호는 나오지 않습니다. 

 
학생의 교사에 대한 허가 

 
나는 학생의 교사가 학생 교사의 평가 목적 상 단과대학/대학교 내부 용도로 나의 자녀나 
교실학습의 이미지가 담긴 사진, 비디오 또는 기타 매체 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나는 위의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 
                                       학부모 또는 학생 (18세 이상) 
 
 

D. 군인 가족 정보 

예   아니오 
학생이 군인 가족의 일원입니까?  

 
귀하의 학생이 다음과 같은 부모나 법적 후견인인 경우 “예”를 선택하십시오: 
 

1. 미국 군대의 현역 복무 중인 군인 또는  
현역 복무 명을 받는 주방위군 및 예비군(National Guard and Reserve); 

2. 퇴역 또는 제대한 재향 군인; 또는 
3. 현역 근무 중 사망한 종군 장병.)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 



 
                                       학부모 또는 학생 (18세 이상) 
 

 
뉴튼 공립 학교 

수업 시간 및 조기 귀가일 
2016-2017 

 
수업 시간  

 
 오전 월 화 수 목 금 

초등학교* 08:25:00 
a.m. 3:00 p.m. 12:30 p.m. 3:00 p.m. 3:00 p.m. 3:00 p.m. 

Bigelow 중학교 08:15:00 
a.m. 2:45 p.m. 2:00 p.m. 2:45 p.m. 2:45 p.m. 2:45 p.m. 

Brown 중학교 8:30 a.m. 3:00 p.m. 2:15 p.m. 3:00 p.m. 3:00 p.m. 3:00 p.m. 

Day 중학교 08:05:00 
a.m. 2:35 p.m. 1:50 p.m. 2:35 p.m. 2:35 p.m. 2:35 p.m. 

Oak Hill 중학교 08:00:00 
a.m. 2:30 p.m. 1:45 p.m. 2:30 p.m. 2:30 p.m. 2:30 p.m. 

Newton North 고등 07:50:00 
a.m. 3:20 p.m. 2:35 p.m. 2:55 p.m. 3:20 p.m. 2:20 p.m. 

Newton South 고등 07:40:00 
a.m. 3:20 p.m. 1:55 p.m. 3:20 p.m. 3:20 p.m. 1:55 p.m. 

 
유치원 그룹 A*: 
월요일 및 수요일: 
8:25 a.m. – 3:00 p.m. 

화, 목 및 금: 
8:25 a.m. – 12:30 

p.m. 

첫날: 
2016년 9월 6일 

첫 번째 종일: 
2016년 9월 26일 

 
유치원 그룹 B*: 

월, 목 및 수: 
8:25 a.m. – 12:30 
p.m. 

목요일 및 금요일: 
8:25 a.m. – 3:00 p.m. 

첫날: 
2016년 9월 7일 

첫 번째 종일: 
2016년 9월 30일 

 
조기 귀가일 

 
조기 귀가일  초등학교 시간 중학교 시간 고등학교 시간 

9월 29일  12:30 p.m. 11:30:00 a.m. 11:00:00 a.m. 



 
11월 3일  12:30 p.m. 11:30:00 a.m. 11:00:00 a.m. 

12월 8일  12:30 p.m. 11:30:00 a.m. 11:00:00 a.m. 

2월 1일  12:30 p.m. 11:30:00 a.m. 11:00:00 a.m. 

3월 9일  12:30 p.m. 11:30:00 a.m. 11:00:00 a.m. 

5월 11일  12:30 p.m. 초등학교만 해당 초등학교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