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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규정은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학교
내에서 학생이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및 (2) 그 외 해당 학교에
학생이 지속적으로 다니는 것이 학생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I.

개요
A.

본 규정은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B.

낙오 아동 방지법에 규정된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 낙오 아동 방지법에 따라
재학중인 학교 내 또는 학교 관내에서 폭력범죄사건의 피해자가 된 학생은 반드시
안전한 학교로 전학할 권리에 대해 통보 받아야 합니다. 학생이 이러한 전학을
요청하면 학생이 학교 관내에서 발생한 폭력범죄사건의 피해자로 판명된 경우
반드시 수락 되어야 합니다.

C.

기타 안전관련 전학: 학교 관내에서 발생한 폭력범죄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도
안전관련 전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학생이 해당학교에 지속적으로
다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락 되어야 합니다.

II.

폭력범죄사건 피해자를 위한 낙오 아동 방지법에 규정된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
A.

법률상 "폭력범죄사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1.

뉴욕주 형법에 따라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동반하는 범죄(예: 폭행,
방화)1; 또는

1

2.

폭력으로 강제한 성범죄(예: 강간, 남색 행위, 성적학대), 또는

3.

형법상 규정된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 또는 사용 협박을 동반한 기타 행위.2

형법10.00 (10)조는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상당한 사망의 위험을 동반하거나 사망 또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상처,

지속적인 건강 문제 또는 신체기관의 지속적인 손실이나 기능장애를 유발하는 신체적 손상"으로 규정합니다.
2

형법 10.00 (12)조는 "치명적인 무기"를 "발사했을 때 즉시 죽음 또는 기타 심각한 신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장전된 무기 또는 날이 튀어나오는 칼, 중력을 이용해 흔들면 날이 튀어나오는 칼, 날이 분리되는 칼, 금속 너클이
부착된 칼, 단검, 빌리, 블랙잭, 또는 금속 너클"이라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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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직원이 학생이 학교내 폭력범죄사건의 피해자임을 인지한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교육감 규정 A-412 및 A-443 에 따라 완전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1.

학교장/교직원은 반드시 뉴욕시경찰(NYPD), 비상정보센터(Emergency
Information Center: EIC) 및 학생의 부모님에게 사건에 대해 통보해야 합니다.

2.

학생이(상기 정의된) 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판명된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NYPD 와 상담해야 합니다. NYPD 학교안전부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립했습니다.
a.

학교장/대리인이 학생이 폭력범죄의 피해자라고 믿는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학교 관할 경찰서의 NYPD
학교안전담당경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학교안전담당경사가 없는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 지휘관 또는 대리인과 상담해야
합니다.

b.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학교의 이름 및/또는 번호, 사건발생 날짜, 시간,
장소 및 피해자의 성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c.

학교 조사 후 수업일 1 일 이내에 NYPD 는 학생이 상기 명시된 학교
관내에서 발생한 폭력범죄사건의 피해자 여부를 조사 중임을 구두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NYPD 는 서면 확인도 추후 제시해야 합니다.3

d.

NYPD 구두 확인을 받은 후 24 시간 이내에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학교
청소년 개발 담당실(OSYD) 치프 이규제큐티브 오피서(Chief Executive
Officer: CEO)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보로 정학디렉터에게 연락하여 모든
관련 사실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증인 진술서, 사건 보고서 등)은
반드시 보로 정학 디렉터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e.

학교장/대리인의 연락을 받은 후 24 시간 이내에 보로 정학 디렉터는
반드시 학생이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범죄사건의 피해자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로 정학 디렉터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법률 서비스 담당실(Office of Legal Services)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 입증 여부는 학생이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범죄의
피해자로 간주되는 이유 결정에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f.

보로 정학 디렉터가 학생이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범죄사건의

3 NYPD가 제시한 정보는 본 메모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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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학생은 전학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학생이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범죄사건의 피해자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으며 전학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된 후 24 시간 이내에 보로 정학 디렉터는
반드시 서면으로 다른 공립학교로 전학할 학생의 권리에 대해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첨부 1). 이 통지는 4 반드시 직접 전달, 특급 우편, 또는 기타
결정 후 24 시간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계산된 방법 (예: 이메일 또는 팩스)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a.

보로 정학 디렉터는 학부모가 전학 옵션을 논의하고 싶은지에 대해
통신문 수령 5 일 이내에 연락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b.

학부모가 5 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보로 정학 디렉터는 반드시
학부모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c.

학부모가 전학을 원하면 보로 정학 디렉터는 학교 등록 담당실과
논의하며 보로 등록 디렉터/대리인은 학부모에게 제안할 전학 학교를
선정합니다. 75 학군 공립학교 학생의 경우 보로 정학 디렉터는
학부모에게 제안할 전학 학교 선정을 위해 75 학군 배정디렉터와
논의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생은 낙오아동방지법안에서 규정한
표준에 따라 적절한 연례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개선 필요, 수정 조치 또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학교로 전학하게 됩니다.

d.

보로 정학 디렉터는 반드시 학생이 폭력범죄사건의 피해자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명된 후 달력 상 10 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전학 학교를
통보해야 합니다 (첨부 2 참조).
보로 정학 디렉터는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전학을 갈 학교에
학생이 전학할 예정임을 알려야 합니다.

e.

전학한 학생은 반드시 기존의 정책 및 규정에 따라 교통편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f.

학생의 학부모는 반드시 전학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학생은 원래
재학하던 학교에 남기로 할 수 있습니다.

4.
4

학교장/대리인 및 보로 정학 디렉터는 반드시 법집행 담당자와의 상담, 학부모

본 보고서와 관련되어 보내는 모든 통지문은 가능한 한 학부모가 선호하는 언어 또는 소통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편지가 전부

번역되어 전달될 수 없는 경우 영어로 편지를 보내고 학부모가 선호하는 언어 또는 소통방식으로 "첨부된 편지에는 자녀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번역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문을 보내야 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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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문, 경찰 리포트 등 모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III.

기타 안전관련 전학
A.

학생이 학교내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도 학부모가 안전관련 전학을
요청하고 학생이 계속 해당학교에 재학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 등록 담당실의 보로 등록
디렉터/대리인은 학교장/대리인의 추천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공립학교에서
학습하는 75 학군 학생의 경우 75 학군 배정 디렉터가 75 학군 학교장/대리인의
추천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B.

학교관련 안전사고와 관련된 요청의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완전한 조사를
하고 사건 보고서를 준비하고 관련자 및 증인 진술서를 받고 교육감 규정 A-412 및 A443 에 따른 적절한 징계가 내려지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범죄의 성격이 있는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학부모에게 경찰 신고서 사본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을
평가할 때 학교장/대리인은 조사 결과 및 모든 증명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C.

학부모의 안전관련 전학 요청 및 모든 증명 자료를 받은 후 48 시간 이내에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학생 등록 담당실 보로 등록 디렉터/대리인에게 안전관련
전학이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권고해야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학생
등록 담당실의 보로 등록 디렉터/대리인에게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D.

1.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 접수 양식(첨부 3 참고)

2.

조사 요약서(첨부 4 참고)

3.

학교 사건 보고서 사본 및

4.

경찰 신고서 사본

학교장/대리인의 권고 및 기타 자료를 받은 후 1 주일 이내에 학생 등록 담당실
디렉터/대리인은 반드시 학교 청소년 개발 담당실 (OSYD) CEO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보로 안전디렉터와 상의하여 안전문제로 인한 전학 승인을 결정하고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결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75학군 공립학교 학생의 경우 75학군 배정 디렉터가 반드시 안전문제로 인한 전학
승인을 결정하고 결정에 대해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전학 요청이 승인되는
경우 서면으로 : 1) 학부모에게 학생의 전학이 제안되는 학교를 알리고 2) 전학 갈
학교에 학생이 해당학교에 배정됨을 알려야 합니다.

IV.

전학 서류
안전문제로 인한 전학이 승인되는 경우 전학을 보내는 학교는 반드시 학생 등록 담당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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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 등록 디렉터에게 전학 갈 학교 등록을 위해 다음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V.

A.

예방접종 기록

B.

성적증명서 및/또는 최신 성적표

C.

학생 프로그램 카드 사본

D.

해당되는 경우,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E.

해당되는 경우, §504 조정계획

문의처
본 규정 관련 문의 연락처:
낙오 아동 방지(NCLB) 전학:
Office of School and Youth Development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New York, NY 10007
전화: 212-374-6784
Fax: 212-374-5751

기타 안전 관련 전학:
학생 등록 담당실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New York, NY 10007
전화: 212-374-2363
Fax: 212-374-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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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규정 A-449 - 첨부 번호 1 - 페이지 1 중 1

다른 공립학교로 학생을 전학 시킬 권리 통지서

친애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님께

귀 자녀가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범죄의 피해자였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낙오 아동
방지법 규정에 따라 귀 자녀에게는 적절한 학교 교직원이 결정할 학교로 안전하게 전학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학에
대해 논의하시려면 반드시 저에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로 본 통지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연락
하셔야 합니다. 귀 자녀는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계속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학 디렉터

cc:

학교장
등록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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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학교 결정 통지문

친애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님께

안전 전학 요청에 따라 귀 자녀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로
____________________부터 전학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통지문 수령 후 즉시, 적어도 수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저에게 연락하여 본 배정 수락 또는 현재 학교 재학을 알려주십시오. 본 전학 학교 배정을 수락하시면 신속한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학 디렉터

cc:

학교장(보내는 학교)
학교장(받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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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제에 따른 전학 접수 양식

모든 안전문제로 인한 전학 요청에는 반드시 본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완전히 작성하지 않은 서류는 처리되지 않으며 귀하께
돌려드립니다.
학생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짜_____________________
학생 I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학년 레벨_____________생년월일__________
학부모/보호자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번지#, 거리명, Apt. #, 보로 및 우편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학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반교육 또는 특수교육 (하나만 선택)
학년 레벨_______________________

학점 수______________________

결석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각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SL:

특별 프로그램/전공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 또는 아니요(하나만 선택)
전에 다녔던 학교들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들)_____________________

주임(Dean)의 기록


없음



학교장 정학 /날짜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직원에 반하는 행동



수퍼인텐던트의 정학/ 날짜_____________________



수업 방해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약물 관련



출석/수업 빠짐



타 학생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

작성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NROLLMENT OFFICE USE ONLY 등록 담당실 작성란
Approved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Dat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laceme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Effective Dat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enied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Dat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mment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P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Sending School

cc: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AP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ceiving School
2009-6-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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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제에 따른 전학 조사 요약서
학생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I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학년 레벨 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 요청 사유 (상세한 내용 명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인물을 명시하십시오. 각 이름 옆에 다음을 표시하십시오: S (용의자), V (피해자), W (증인), O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누가 조사를 실시했습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진술을 받았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한 경우 누가 받았나요? (해당되는 경우 모든 관련 인물을 명시하고 진술서 첨부)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누구를 인터뷰했습니까? (모든 관련 인물 명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사 결과의 요약을 명시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학을 포함한 어떤 징계조치가 사건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있는 학생에게 내려졌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장/대리인이 컨퍼런스를 실시했습니까?  예

 아니오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 요청을 뒷받침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_________경찰 신고(불만제기 번호, 사건 번호, 지원 리포트 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육청 사건 리포트(번호 명시)
________ 진술
기타(상세히 설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 요청과 관련해 학생을 인터뷰한 가이던스 카운슬러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사결과 검토 후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 요청이 승인됩니다.
학교장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감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09-6-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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