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학생 대 학생 차별, 성희롱 및 기타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
1.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학교에 즉시 신고하여 이런 행동을 멈추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귀하/자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롭힘 또는 따돌림을 당한 본인, 자녀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교사 또는 교직원 에게 알립니다.
 이 양식을 제출해 학교의 교직원에게 전달합니다.
 DOE 온라인 포털에 불평을 접수합니다: https://www.nycenet.edu/bullyingreporting
신고 후 학부모님은 온라인 사건 신고 시스템(OORS) 번호를 학교 행정실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DOE 정책 및 절차와 도움을 받는 법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DOE 정책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나 도움이 필요할 때 문의할 수 있는
사람들:
 학교의 모두를 위한 존중(Respect for All: RFA) 담당자
 학교의 성희롱 방지(Sexual Harassment Prevention: SHP) 담당자
o RFA 및 SHP 담당자는 학생 및 학부모를 돕는 훈련을 받았으며 학교와 협력하여
따돌림과 성희롱 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o 학교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교직원에게 물어보세요.
 학교의 모두를 위한 존중 및 확인과 존중(Check & Respect) 포스터에서
이름을 찾아보세요.
 Www.schools.nyc.gov 에서에서 학교를 검색하여 “학교 연락처 및
정보(School Contacts and Information)”에서 담당자를 찾아보세요.
 학교의 교사 또는 교직원에게 알립니다.
학교 밖의 DOE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spect For All 전화 718-935-2288 이메일 RespectForAll@schools.nyc.gov
 성 또는 성별과 관련된 괴롭힘이 있다면 DOE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Title_IX_Inquiries@schools.nyc.gov 로 연락하십시오.
상세 정보: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school-environment/respect-fo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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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학교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지원을
요청하나요?
최대한 빨리 학교 교직원에게 알리십시오. 학교에서 귀하/자녀분이 안전하게 느끼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학교가 불평 제기를 조사하기 전, 조사 중 및 조사 후를 포함해 언제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귀하/자녀분의 개별 필요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예:
o 귀하의 학교는 귀하/자녀분을 학교 카운슬러, 소셜 워커, 심리상담사,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전문가와 연결해줄 수 있습니다.
o 학급, 런치/쉬는 시간, 방과후 프로그램 일정 등을 변경하는 학업 지원 및 조정도
가능합니다.
o 학교는 귀하/자녀분의 특정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개별 지원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수업일 및 DOE 프로그램/활동 중 제공되는 지원을
설명합니다. 문제 행동이 지속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교직원
및 특정 학교 직원의 정기 확인이 포함됩니다.
o 자녀분에게 장애가 있고 사건이 학습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귀하/자녀의 IEP
팀 및 섹션 504 팀과 학교 행정부에 말씀하십시오.
학부모 또는 학생이 조사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RFA 또는 SHP 담당자나 학교장에게
문의하십시오.

4. 어떻게 불평이 조사되나요?
학교 교직원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불평을 조사합니다: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에 대한 정보나 증거(비디오, 텍스트 메시지, 소셜 미디어
포스팅 등)가 있는 학생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연루 학생에게 관련 내용을 서면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어난 일에 무언가 알고 있는지, 또는 증거가 있는지 다른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관련 내용을 서면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특정 종류의 성희롱의 경우: 연방법인 타이틀 IX 는 DOE 의 타이틀 IX 팀이 학교 조사에
더하여 별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타이틀 IX 조사는 학교 조사와 별개입니다.
타이틀 IX 팀 조사 여부에 대해 연락드릴 것입니다.
타이틀 IX 관련 정보:
 https://infohub.nyced.or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doeoverview-of-title-ix-investigations-notice-of-rights.pdf
 https://www.schools.nyc.gov/about-us/policies/non-discrimination-policy/title-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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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 후 학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통보 받나요?
 학교는 조사 중 받은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어떤 일이 발생했고 어떻게 귀하/자녀분을
지원할지 결정합니다.
 학교는 신고가 이루어진 후 수업일 기준 10 일 이내에 결정에 대해 관련 학생의
학부모에게 통지문을 보냅니다. 때로는 조사기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이 제공될 수 있으며 학교에 연락하여 상의하십시오.
사건 관련 학생의 학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학교는 다른 학생에 대한
지원이나 훈육 조치에 대해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6. 학교가 지원하는 것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가 제공하는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추가 도움을 요청하는 불평 제기를 온라인에 접수:
https://www.nycenet.edu/bullyingreporting
 편하게 느끼는 학교 교직원과 상의하십시오.
 Respect For All 전화 718-935-2288 또는 이메일 RespectForAll@schools.nyc.gov 로
연락하십시오.
 상급 교직원 지원 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학교 담당 수퍼인텐던트 앞으로 가정 지원
코디네이터에게 이메일로 보내십시오:
https://cdn-blob-prd.azureedge.net/prd-pws/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request_for_escalation_staff_assistance_form.pdf?sfvrsn=53b062c1_20


수퍼인텐던트 사무실의 가정 지원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십시오:
https://www.schools.nyc.gov/about-us/leadership/district-leadership.

7. 불평 제기는 비밀이 보장되나요?
학교는 신고가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며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신고의 비밀을 유지
 조사에 필요하거나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위해 정보 공유
자녀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학부모에게 알림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는 경우 학생은
학교에 말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와 협력하여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고가 범죄와 관련이 있다면 학교는 반드시 NYPD 에 알려야 합니다.
교육감 규정:
A-831: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831-10-23-2019-final-remediated-wcag2-0
A-832: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832-student-to-student-discrimination-harassment-intimidation-and-or-bul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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