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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핸드북 
 

위사이콘 고등학교(WISSAHICKON HIGH SCHOOL 

521 Houston Road 

Ambler, PA 19002 

전화번호: 215-619-8112 

 
 

 
 
 
 
 
 
 
 
 
 

교장:   Lynne Blair, 교육학 박사 

교감:   Karen Haney, Ed. D. (A-G) 

교감:   Lisa Kelly (H-O) 

교감:   James Kelly (P-Z) 

운동부 책임자/활동 코디네이터:  James Cairnes 

 
 

지도상담부 

 

카운셀러     성 

Antoinette Perrotta    A-Dh 

Cailin Diebolt      Di-Ho; 자폐증/기능 지원 

Marissa Samit      Hp-Mc 

Vince Yasenchak     Md-Sb 

Felicia Glover     Sc-Z 

Stacy Anderson    대학 및 커리어 상담사 

Cindy Moyer     자원 상담사 

Lucy Gil     학교 심리학자 

 
 

*참고 사항:  학부모가 이 핸드북을 읽었음을 표시하는 서명지를 학생에게 나누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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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이콘 고등학교  

미션 선언서 

 
 
 
 
 
 
 
 
 
 
 
 
 
위사이콘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학습하고, 번창하고,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및 지적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리고 

존경받고, 책임감 있고, 생산적인 글로벌 사회의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삶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학구적인 

커뮤니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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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Montco Technical Career Center(NMTCC) 학생은 NMTCC 가 열리면 

NMTCC 에 가야 합니다. 

NMTCC 수업이 반일 수업인 경우, 

오전반 NMTCC 학생은 자습시간 및 배정된 수업을 위해 오전 9 시 25 분에 WHS 에 

도착해야 합니다. 오후반 NMTCC 학생은 일정대로 오전 7 시 37 분에 WHS 에 도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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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CAREER CENTER 표준 수업일 

오전반 NMTCC 학생  

7:30 버스 승차 - 수영장 

7:37 WHS 출발  

7:57 NMTCC 도착  

10:40 돌아오는 버스 승차  

11:00 WHS 도착 

WHS 에서 나머지 일정(코스 5-8)  

 

오후반 NMTCC 학생  

1-4 일차 

WHS 에서 하루 시작(코스 1-4) 

            이른 점심(10:59-11:29) 

11:33 NMTCC 행 버스 승차 - Audion 

11:53 NMTCC 도착  

2:15 버스 승차  

2:35 WHS 도착 

 

NMTCC 버스를 놓친 학생은 WHS 의 학교 또는 수업 지각 정책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5-6 일차 

WHS 에서 하루 시작(코스 1-4) 

            이른 점심(11:17-11:47) 

11:51 NMTCC 행 버스 승차 - Audion 

12:11 NMTCC 도착  

2:15 버스 승차  

2:35 WHS 도착 

 



 7 

 

교가 

 
 

         Hail, Wissahickon,                    Through all of our lifetime 

The Gold and the Blue   We’ll look back with tears 

To our Alma Mater   Remembering the joys of our 

We’ll always be true.   Wissahickon years. 

 

색깔 - 청색과 황금색 

별명 – 트로전스(The Trojans) 

 

출석  

학교 출석은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생은 신체적으로 가능한 경우 

매일 출석하고, 제때에 등교하며, 정시에 모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1. 홈룸 

공식적인 학교 출석은 홈룸 시간 중에 확인합니다. 홈룸의 다른 목적에는 조회 진행, 학생 안내 참관, 

지도 예약 및 자료 배포, 학생 선거 실시 및 필요한 기타 업무가 포함됩니다.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홈룸을 빠지면 안 됩니다.  홈룸을 놓친 학생은 수업 불출석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습니다. 학생이 

직원의 요청에 의해 홈룸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출석 관리실에 연락해야 

합니다. 

2.  결석 

펜실베이니아 학교 규칙에 따르면 학생은 “긴급한 사유”인 경우에만 결석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유에는 질병, 병원 및 치과 진료(의사 또는 치과의사 진단서 첨부) 및 종교적인 이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결석이 “긴급한 사유”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 관리실 직원 및/또는 

행정실이 결석 용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생이 결석하는 경우, 학부모는 오전 10시까지 215-619-8112(내선: 8031)번으로 출석 관리실에 

전화하여 당일 자녀의 결석을 학교에 통지해야 합니다. (학교에 다시 출석하게 되면, 학생은 이전의 

학교 직원과의 구두 연락과 상관없이 반드시 서면 결석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석계는 학교에 

돌아온 후 삼(3) 일 내에 반드시 출석 관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반드시 구체적인 결석 

사유를 명시한 다음 결석계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학교에 돌아온 후 삼(3) 일 내에 서면 

결석계를 출석 관리실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결석은 무단 결석으로 기록됩니다[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 불법 결석임]. 불법 결석을 세(3) 번 이상 하면 학군의 가정 및 학교 방문자(Home and School 

Visitor)에 회부되어 무단 결석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 직업 센터[Technical 

Career Center] 학생은 반드시 학부모의 결석계를 출석 관리실 및 기술 직업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은 무단 결석 또는 불법 결석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수업을 보충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펜실베이니나주 법령에 따라 불법 결석인 무단 결석과 기타 무단 결석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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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으로 인해 학교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실은 무단 결석 방지 계획이나 다른 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 학부모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은 가정 및 학교 방문자에 회부되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학부모 면담, 법원 통지, 법원 심리 및 벌금 가능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석 관리실은 가정 및 학교 방문자, 간호사 및 지도부와 협력하여 지나친 결석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일 연속 결석하는 경우와 누적 결석 일수가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가 요구됩니다. 이는 

해당 학생과 학교의 다른 학생들 및 직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학기 중 어느 때고 연속하여 10일을 

결석한 등록 학생은 학생 등록부에서 말소됩니다. 

자동 통화 시스템  

학생이 결석하거나, 지각하거나, 조퇴하는 경우에 학생 집에 자동으로 전화가 가게 됩니다. 전화 통화는 

알리기 위한 것이며 결석, 지각 또는 조퇴에 대하여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학점 거부 정책  

학생이 전체 학년도 중에 총 십(10) 일을 결석하는 경우 (결석계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학생은 

졸업을 위한 학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각 및/또는 조퇴로 인해 빠진 수업은 총 십(10) 일에 

산입됩니다. 지나친 결석으로 인해 학점을 받지 못한 학생은 여름학교에 참가하거나 과목을 다시 

들어서 학점을 받아야 합니다. 중병에 걸린 학생에게는 특별한 배려가 주어집니다. 학생이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학점이 거부된 경우, 해당 학부모는 적절한 학교 행정관과의 학점 거부 회의에 

참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해당 학생의 출석을 검토하고, 해당 학생의 등교에 

영향을 미쳤던 상황 일체를 논의하고, 문제의 과목(들)에 대하여 학점을 다시 줄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황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하는 경우, 교장은 학부모와 학생을 만나 출석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3.  지각(무단 지각) 

지각은 사유를 제출하지 않고 학교에 늦는 것입니다. 보통 지각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늦은 

학생에 대하여 인정되는 유일한 사유는 학부모의 지각계, 확인된 진료 예약 및 행정실에서 적절하다고 

간주한 응급상황에 의하여 확인된 질병입니다. 응급상황에는 버스 놓침, 늦잠, 자동차 문제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각은 학교 프로그램의 순조롭고 효율적인 관리에 지장을 주므로 다음과 같이 

적절히 다루어지게 됩니다. 

 

1 차 및 2 차 위반:  경고 

3 차 위반:  방과 후 학교에 남기 

4 차 위반:  방과 후 학교에 남기 

5 차 위반:  방과 후 학교에 남기 

6 차 및 7 차 위반:  토요일 학교에 남기(2 시간) 

8 차 및 9 차 위반:  토요일 학교에 남기(4 시간) 

10 차 위반:  교내 정학 

 

추가 위반:  교내 및 교외 정학의 점증적인 적용, 행정관/학부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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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학생은 무단 지각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수업을 보충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단 

지각이 너무 많으면 학점 거부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한 학기에 10 회 또는 1 년에 15 회 

지각하게 되면 (사유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의 지각에 대하여 의사 진단서가 요구됩니다.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지각은 무단 지각으로 처리됩니다. 

 
 

4.  조퇴  

a. 의료 

병원 및 치과 진료 예약은 수업 시간이 아닌 때에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학생은 반드시 수업 시작 전에 출석 관리실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서에는 진료 

예약 일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즉시, 학생은 진료 예약 증거로서 (의료 

편지지에 작성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무단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직접 서명하고 학생을 데려가지 않는 학부모는 오전 9시 전에 출석 관리실에 전화하여야 

합니다. 

 출석 관리실은 학생에게 조퇴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조퇴증에는 학생의 성명 및 조퇴 

시간이 적힙니다. 

 조퇴 시간에 학생은 조퇴증을 담임교사에게 제시하고, 자신의 락커로 갑니다. 그런 다음 

출석 관리실에 가서 조퇴증을 제시하고 조퇴하게 됩니다. 학생이 학교 일정이 끝나기 전에 

돌아오는 경우, 해당 학생은 출석 관리실에 보고하고, 서명한 다음, 패스를 가지고 수업에 

참가하게 됩니다. 

 학생이 아픈 경우, 해당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간호사에게 갈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게 됩니다. 아파서 조퇴하는 것에 대한 간호사의 승인이 없이는 학생은 학부모에게 

전화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무단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b.  기타 조퇴 

 학생은 반드시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출석 관리실에 질병이 아닌 사유로 인한 조퇴를 

요청하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서에는 반드시 조퇴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간, 그리고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2, 3, 4 단계는 위(의료적인 이유에 의한 조퇴)와 동일합니다. 공부, 미용실 예약, 무도회 

준비, 기타 개인적인 약속을 이유로 한 조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방과 후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은 학교의 해당 직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수업 시간에 학교 건물을 떠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수업에 불참하거나 간호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학교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5.  대학 방문/수학여행 정책 

대학을 방문하거나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은 반드시 방문/여행 전에 출석 관리실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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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승인서를 작성한 후 교사와 행정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년도당 학교에서 후원하지 않는 

여행은 5일로 제한됩니다. 5일 이상 학교가 후원하지 않는 여행을 요청하는 학생은 6일차 및 후속 

결석은 무단 결석으로 처리되어 그러한 일수에 대하여 학점을 받기 위해 보충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후원하지 않는 여행은 표준 시험일 중에는 승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총 1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은 그러한 

방문/여행이 승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무단 결석으로 처리되며, 해당 

일의 과외 활동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학생의 학교 잔류 

방과 후 남아있는 학생은 반드시 직원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학교 활동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은 학교 활동이 끝난 후 건물 내에서 방황하면 안 됩니다. 학교 활동이 종료되면 학생은 

수영장 로비에 보고하고 활동 버스 도착을 기다려야 합니다.  

7.  학생 신분증 

학생에게는 신분증이 발행됩니다. 학생은 항상 이를 소지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해야 합니다. 문이 

잠긴 후 강당 입구를 통하여 입장하는 학생은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반드시 정문(건물 전면)으로 가 

입장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이 교체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 비용은 5달러로서 주 사무실(Main Office)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8.  보충 과제 

학생이 합법적으로 결석하는 경우, 결석 기간 동안 빠진 과제 및 시험은 학생이 학교에 돌아온 후 

가능한 한 신속히 보충해야 합니다. 보충 과제에 대한 지도 원칙은 결석 1 일당 2 일입니다. 각 교사와 

일정을 잡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보충 과제에 대한 학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각 및 불법/무단 결석 때문에 놓친 과제에 대해서는 이를 마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수업 불참이 포함됩니다. 

 

과제를 마치기 전에 제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성적표에 “I”(“미수료”를 의미)가 기록됩니다. 

미수료는 반드시 성적표 배포일로부터 2 주 내에 보충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놓친 과제에 대해 

영(0)점 처리됩니다. 질병이 오래가고 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담임교사는 보충 과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오래가는 경우, 담임교사는 학생이 결석 기간 중에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줄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적절한 지도 상담사에 연락해야 하며 요청을 처리하는데 3 일이 걸립니다. 

 

체육 교육 요건 및 절차는 학년 시작 시 각 학생에게 배포될 것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문서에는 

결석계를 제출한 결석 때문에 놓친 체육 수업의 보충 절차 및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 점심  

학생은 배정된 점심 식사 구역으로 가야 합니다. 학생은 점심 시간에 홀에서 모이거나 건물 주변을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학생은 대기 줄에 끼어들기를 하지 않고, 예절 바르게 식사를 하고, 모든 식기와 잔반을 해당 구역에 

반환하고, 떠나면서 테이블 구역을 깨끗이 함으로써 모든 동료 학생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음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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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디저트를 포함한 어떠한 음식도 카페테리아 구역 밖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학생은 점심 시간에 

캠퍼스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학교 재산 돌보기 / 파괴  

위사이콘 학군의 교육 및 커뮤니티 위원회(Wissahickon School District Board of Education and 

Community)는 교육을 위하여 우수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모든 학생은 학교 커뮤니티의 모든 회원들을 

위해 학교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개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 재산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학생에게는 피해 및 교체 비용이 부과되며 정학 및 경찰 당국에 대한 고발을 포함한 기타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생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펜실베이니아주 규정 및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학생은 “학교 

커뮤니티의 건강, 안전 및 복지와 학교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보를 자진해서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학습팀(CST) 

위사이콘 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위사이콘 학군 내에 마련된 개입 프로그램입니다. 팀원은 선발된 학교 

직원으로서 알코올 및 기타 약물에 손댈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학생을 찾아서 적절한 현지 기관에 

조회하여 평가 및 가능한 재활 프로그램을 받도록 합니다. 팀은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학년별 행정관 

및 적절한 지도 상담사와 긴밀히 협력합니다. 또한 팀은 교직원 서비스, 학부모 및 커뮤니티 기관 

참여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의 개념 및 기능은 산업계의 직원 지원 프로그램과 유사합니다. 핵심 

팀원은 학교 간호사, 지도 상담사 및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됩니다. 현재 팀은 고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활동 중입니다. 학교 행정관은 각 팀과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학급 석차 정책 및 G.P.A. 

1. 가중치가 주어진 GPA(Grade Point Average, 평균학점) 및 가중치가 주어지지 않은 GPA 모두 

WHS 성적표의 구성요소입니다. 

2. 학생의 가중치가 주어지지 않은 GPA는 4.0 만점으로 표시됩니다. 

3. 가중치가 주어지지 않은 평균학점(GPA)은 다음과 같은 수치에 근거하게 됩니다. 

 

문자 등급 퍼센트 

등급 

학점 문자 등급 퍼센트 

등급 

학점 

A 93-100 4 C 73-75 2 

A- 90-92 3.7 C- 70-72 1.7 

B+ 87-89 3.3 D+ 67-69 1.3 

B 83-86 3 D 65-66 1 

B- 80-82 2.7 F 65 미만 0% 

C+ 77-7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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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중치가 주어진 GPA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a. 학생이 9-12 학년에서 “C” 이상 등급을 받은 각 AP(Advanced Placement) 레벨 과목은 해당 

학생에게 학점당 0.10의 보너스 점수를 부여합니다. 

b. 학생이 9-12 학년에서 “C” 이상 등급을 받은 각 우등과정(Honors) 레벨 과목은 해당 학생에게 

학점당 0.05의 보너스 점수를 부여합니다. 

c. 특수 교육 과목은 학업 레벨 과목과 동일한 가중치가 주어집니다. 

5. 위사이콘은 학생의 석차를 매기지 않습니다. 가중치가 주어지지 않은 GPA와 가중치가 주어진 

GPA의 범위는 고등학교 프로필에 제공됩니다. 대학에서는 구체적인 학생의 등수에 대한 정보를 

(WHS 학교 상담실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특정한 학교 입학이나 장학금 

또는 특별 프로그램을 위한 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학교 상담실은 가중치가 주어진 

GPA를 근거로 해당 학생이 상위 5% 또는 적절한 백분율에 속하는지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졸업반의 졸업생 대표(Senior Class Valedictorian)는 졸업년도의 제3학기 말에 가중치가 주어진 

GPA를 기초로 가장 높은 백분율을 받은 학생이 됩니다. 한 가지 고려사항은 학생은 반드시 최소 이(2) 

년 동안 위사이콘 고등학교에 다녔어야 합니다. 졸업 연설자는 학급 대표(class valedictorian)로서 

경쟁에 의하여 선발된 12학년 학생이 됩니다. 

 

코로나 19 정책 및 절차  

적절한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뿐만 아니라 손 씻기 및 소독제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마스크에 

관한 학군의 보건 및 안전 계획을 계속 준수할 것입니다. 

 

*중요- 모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책 및 절차는 연방, 주 및 지방 정부의 권고 및 의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 년 8 월 23 일 월요일, 위사이콘 학교 이사회는 12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학군 시설 내에 있는 

동안 안면가리개 착용을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선택사항입니다.   학생, 직원 및 가족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 커뮤니티 

확산을 피하기 위해, 학생과 직원은 실내 장소에 모이는 일반 대중의 일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본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면가리개’는 코와 입을 덮는 가리개로서 끈, 스트랩 또는 고리를 귀에 걸어 머리에 고정시키는 

방식이 있고 얼굴 하단 부분을 감싸 두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안면가리개”는 면, 실크 또는 리넨을 

포함하여 다양한 합성 또는 천연 직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안면가리개를 착용하는 것을 거부할 시 학생 및/또는 부모/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의학적 이유가 있는 경우 의사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적절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학군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의료 문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외 활동 규칙 및 규정  

1. 일반적인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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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운동에 참가하려면 학생 운동선수는 반드시 최소 4 학점을 통과하여야 합니다(PIAA 요건). 이는 주간 

단위로 확인되며, 학생 운동선수가 4 학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등급을 높일 수 있는 한 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이 주 동안 학생 운동선수는 여전히 연습과 시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 운동선수가 유예 기간 후에도 최소 4 학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연습도 시합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자격 상태는 학생 운동선수가 4 학점 이상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학생 운동선수는 지원을 받기 위해 ELT 와 수학/작문 실험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무자격인 경우 

운동을 계속하기 위한 장려책으로서 학생 운동선수가 이제 최소 4 학점을 통과할 것이라고 교사가 

확인하는 경우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 학기 말 

운동 참가 자격을 갖추려면 학생 운동선수는 반드시 이전 학기에 최소 4 학점을 통과하였어야 합니다. 

학생 운동선수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새 학기의 첫 15 일 동안 무자격이 됩니다. 

학년도의 첫 학기에 대한 이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전 학년의 최종 등급(4 학기 등급이 아님)이 

사용됩니다. 

 

적극적인 구성요소 

(학생 운동선수가 통과한 학점 수에 상관없이) 

 

적극적이 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 수업에서 낙제점을 받은 운동선수에게 지원이 제공됩니다. 

우리 학교의 믿음은 학생 운동선수가 과목에서 낙제하면 안 되고 학교 자원을 활용하여 성적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 운동선수는 수학/작문 실험실, 방과후 ELT 프로그램 및 학생 

운동선수의 교사로부터의 개별적인 도움의 형태로 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운동선수가 한 수업에서 낙제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주당 총 60 분(1 시간) 동안 위에 

열거된 자원 중 하나를 이용하여 추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 운동선수가 두 수업에서 낙제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주당 총 120 분(2 시간) 동안 위에 

열거된 자원 중 하나를 이용하여 추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 운동선수가 세 수업에서 낙제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주당 총 180 분(3 시간) 동안 위에 

열거된 자원 중 하나를 이용하여 추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필수 도움을 받은 사실을 기록한 메모를 반드시 매주 금요일 오후 12 시까지 운동 및 활동실 비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학생 운동선수는 시합에 참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출석 및 자격 

a. 출석 등록을 한 경우 

교과 병행 활동(CCA)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려면 학생은 반드시 중등학교에 등록하고 

그 후 풀타임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b. 결석은 자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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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기 동안 총 20 일 이상 결석한 학생은 20 일째 결석 다음날부터 총 수업일 육십(60)일 동안 

출석할 때까지 운동 활동에 참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질병, 부상 및 격리가 계속된 경우, 

그러한 결석에 대해 철저하고 완전한 조사를 통하여 예외가 주어지는 경우 PIAA 는 이 규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여름학교 출석은 필수 60 일 계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체 한 

학기 동안 또는 여러 학기 동안 결석하게 되면 학생은 이 섹션에 명시한 대로 동일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c. 학기로 계산하는 데 필요한 출석 일수  

중등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십오(15)일 이상 등록하게 되면 한 학기 회원으로 계산됩니다. 

여름학교 출석은 학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d.  일일 출석  

 모든 학생은 일과 시작 시에 학교에 등교하여야 합니다. 오전 8 시 30 분 이후에 등교하거나 

결석한 학생은 그날 연습에도 시합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른 아침 진료 예약이 있는 

학생은 전날 출석 관리실에 보고하여 참가 자격을 확보해야 합니다. 

 질병 때문에 결석하거나 학교를 조퇴한 학생은 그날 참가할 수 없습니다. 병원 및 치과 

진료는 참가하려 돌아오거나 도착한 즉시 의사 및 치과의사 진단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사유서는 수락되지 않습니다. 

 밴드, 합창단 및 기타 비 운동 클럽 또는 행사 역시  

오전 8 시 30 분 등교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e. 체육 수업 중 학생 운동선수 및 운동선수 

특정한 날에 학생 운동선수가 준비가 안 되어/아파서/부상을 당해서 체육 수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학생 운동선수는 그날 운동 활동 역시 참가할 수 없습니다. 

f. 휴일 일정  

학생은 학교 휴일에 등교할 필요가 없지만, 자신들의 활동에 참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플레이오프, 토너먼트 및 악천후로 인한 시합 일정 조정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g. 마지막 버스 일정 

화요일과 목요일에 마지막 버스는 오후 4시 25분에만 출발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및 

금요일에는 버스가 오후 5시 30분에 수영장 로비에서 출발합니다. 

 

3. 행동 및 징계 

학생은 하루 24시간 학교를 대표합니다. 학교의 어느 집단도 과외 활동 참가자만큼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은 항상 자신, 자신의 가족, 활동 및 학교를 바람직하게 대표해야 

합니다. 

a.  활동 시즌 중에 위사이콘 학군 징계 규칙을 위반한 활동 참가자는 그들의 각 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행정실에서 내리게 됩니다. 

b.  정학 - 정학(교내 또는 교외)을 받은 참가자는 정학 기간 중에 그리고 정규 수업에 돌아올 

때까지 활동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요건 

a.  운동선수에 적용되는 신체검사 요건  

 어느 학생도 해당 학년도의 첫 스포츠 시즌 전에 면허를 가진 의사 또는 접골사의 검사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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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학교 대항 운동 경기에서 자신의 고등학교를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동일 학년도의 각 

후속 스포츠 시즌 전에, 학생은 의도하는 스포츠의 훈련 또는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의 

재검진을 받거나 컨디션이 만족스럽다는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b. 각 운동선수는 반드시 운동 자격 기록 양식을 작성하여 연습 전에 자신의 코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c. 보험 

모든 운동 팀원은 반드시 학교 보험 또는 가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학교 보험은 학년도 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정 보험에 가입한 학생은 시즌 초에 반드시 부모가 서명한 예외 양식을 

운동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d. 장비 

자신에게 지급된 장비를 관리하는 것은 각 활동 참가자의 책임입니다. 활동이 끝난 시점에 

반환되지 않은 장비는 반드시 학생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장비를 반환하지도 장비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경우 모든 상과 다른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허가가 보류됩니다. 

 

5. 위사이콘 과외 프로그램 및 행동 강령 

학교에서 또는 학교 활동에서 학군의 약물 및 알코올 정책을 위반하는 학생은 WSD 징계 규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위반은 레벨 V 위반으로 분류되어 WHS 학생 행동 강령에 약술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 규칙에 따른 처벌은 학년도 중에 그리고 여름 동안의 학교 활동 중 약물 및 

알코올 사용에 대해 실행됩니다. 학생은 정학 기간 내내 어떠한 과외 활동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교내 또는 교외 행사 중에 약물 또는 알코올에 손대는 경우 다음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SAP 의뢰  

 앨더스게이트 평가(Aldersgate Assessment)에 대한 강제 회부 또는 자체 상담사에 회부  

 결정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지도 상담사와의 다섯 차례 의무 면담  

 학부모, 학생 및 행정관 사이의 회의/토론  

 시니어 특전을 잃어버릴 가능성 

 기타 WHS 특전을 잃어버릴 가능성 

 

댄스 정책 

일반 지침  

1. 위사이콘 고등학교에서 열리는 모든 댄스는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하여 오후 10시에 

종료됩니다(세미-포멀 및 주니어/시니어 무도회는 예외). 

2. 티켓을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댄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모든 학생은 반드시 오후 8시 이전에 댄스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주니어/시니어 무도회는 오후 

9시까지). 이 시간 후에 도착하는 학생은 댄스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학생은 행정실의 승인 없이는 위사이콘 고등학교가 후원하는 댄스를 일찍 떠날 수 없습니다. 

5. 학생은 댄스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6. 위사이콘 고등학교는 댄스 중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물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중한 개인 

소지품은 댄스에 가져오면 안 됩니다. 



 16 

7. 보호자는 핸드백, 책가방 또는 커다란 꾸러미를 검색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이러한 물품을 

댄스에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댄스에 가져온 가방은 입장 시 검색하며 댄스가 끝날 때까지 

찾을 수 없습니다. 

8. 모든 댄스에는 모든 학교 규칙이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적절한 복장을 갖추는 것도 포함됩니다. 

9. 학교 당국은 학군의 미션에 부합하지 않는 음악을 금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10. 모든 학교 댄스의 경우, 티켓은 사전에 판매합니다. 티켓은 입구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11. 학생은 반드시 티켓과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댄스장에 입장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티켓이 

없으면 입장이 금지됩니다. 

12. 학생이나 학생의 손님이 취한 상태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의심이 정확한지 알아내기 

위하여 해당 학생은 음주측정기 테스트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WSD 정책 #227). 음주측정기는 

경찰이 관리합니다. 

13. 부적절하거나 외설적인 댄스 또는 행동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학생은 댄스장에서 

퇴장당하며(환불은 없음),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학생은 해당 학년도의 나머지 기간 동안 

다른 댄스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추가 징계 조치 역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14. 지나치게 결석(수업 불참 포함)이나 지각이 많으며 행동상의 우려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학교 댄스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주니어/시니어 무도회 포함). 

15. 9학년 학생은 주니어/시니어 무도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위에 약술한 기대사항을 성공적으로 지키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댄스장에서의 집단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행정실은 댄스를 종료시키고 학생들을 환불 없이 집으로 돌려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약물 및 알코올 정책*  

1. 마약성 또는 통제 물질(약물)이나 알코올성의 취하게 만드는 물질(알코올)을 학교 구내에서 또는 

학생이 참가하고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이용, 소지 또는 유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WSD 정책 #227). 

2. 보호자나 보안 책임자가 학생이 정책 #227을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이는 즉시 

행정관이나 댄스 감독관에게 보고됩니다. 

a. 학생이 정책 #227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해당 학생은 댄스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b. 학생이 약물 및 알코올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해당 학생은 정책 #227의 지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댄스장에 와서 학생을 집으로 데려가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관의 재량으로 경찰을 부를 수 있습니다. 

c. 학교 당국에 의해 심문을 받고서도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학생은 로우어 귀네드(Lower Gwynedd) 경찰에 인계되어 추가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경찰에 의해 약물 및/또는 알코올 사용 위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학생은 댄스에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약물 및/또는 알코올의 “영향 아래 있다고” 밝혀진 학생은 정책 #227에 

의해 처리되며 적절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약물 및 알코올 사용 위반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사이콘 학생이 아닌 학생은 정책 #227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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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어 귀네드 경찰에 인계됩니다. 

 

게스트  

1. 모든 추계/춘계 학교 댄스에 게스트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게스트는 오직 세미-포멀 및 무도회에만 참가할 수 었습니다. 각 WHS 학생은 한 명의 게스트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3. 각 학생은 댄스 계약서의 게스트 부분을 작성하고 게스트가 다니는 학교의 이름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징계 및 학생 행동 

교육이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가 규율입니다. 규율은 학과목은 아니지만 전체 교육 

구조의 기본을 이룹니다. 자기 절제, 성격, 질서 및 효율성을 개발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이는 훌륭한 

행동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적절한 배려에 있어 핵심입니다. 학교에서의 규율의 목적을 이해함으로써 

학생은 규율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고, 학교를 효과적인 배움의 장소로 만드는 데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자제하는 습관을 개발하게 됩니다. 

WHS 행정실 및 직원이 중점을 두는 것은 잘못을 교정하는 규율 및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우리 학교는 

가정과 학교 사이의 협력관계를 장려하고 환영합니다. 아래 섹션에 약술한 좀더 처벌적인 징계 조치에 

추가하여 우리는 다음 사항을 제공합니다. 

  상담 그룹 -- 이러한 그룹이 중점을 두는 분야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갈등 해결, D&A 

의사결정, 커뮤케이션 전략, 스트레스 관리, 출석. 

  학생과의 행정 관련 회의 -- 행정실은 ISS 에서 학생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징계 조치 및 

비공식적인 청문회의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를 어떻게 

다르게 다룰 수 있었을까? 영향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SAP 및 SST 개입 

  멘토링 

 
 

규율 위반 및 결과  

위반 및 징계 조치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목록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목록을 통해 공정하고 

한결같은 규율 체제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목록은 배타적이거나 모든 것을 포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목록의 해석은 개별 학교 행정관의 재량 

사항입니다. 모든 규율 위반에 대해 학부모/보호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위반 

1. 부정행위/표절 

부정행위 및 표절은 금지되며 용납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는 과제, 시험, 퀴즈 또는 기타 과목 

요건에서 사기 및/또는 속임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부정행위의 예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험 또는 과제 복사 

 시험의 답안 또는 내용 논의 



 18 

 담당교사가 구체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노트 또는 다른 정보 기기 사용 

 

표절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단어 또는 다른 작품을 자신의 것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표절의 예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인용 없이 출처로부터 단어나 구절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표현만 조금 바꾸는 것 

 다른 사람의 생각 또는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자신의 것으로 표시하는 것 

 적절한 인용 없이 사실이나 통계를 사용하는 것 

 

많은 작문 과제에서 학생들은 제출 전에 표절하지 않았다는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하거나 표절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교사는 학부모에 연락하여 위반을 알리게 됩니다. 학생은 50% 학점을 받기 위해 

과제를 다시 받게 되며, 이러한 규칙을 다시 위반하게 되면 추가 조치를 받게 된다는 

점을 경고받습니다. 사고는 행정실에 통보됩니다.* 

 

2차 위반**:  교사는 학부모에 연락하여 2차 위반을 알리고 학생 및 학부모와 회의***를 갖게 

됩니다. 학생은 과제에 대하여 0점을 받고 NHS 고려에서 제외되며, 다시 이 규칙을 

위반하면 그 학기는 낙제한다는 점을 경고받게 됩니다. 행정관은 이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3 차 위반:  행정관, 교사, 학부모 및 학생 사이에 의무적으로 회의가 개최됩니다. 학생은 과제에 

대하여 0 점을 받게 됩니다. 학생은 해당 학기에 대하여 낙제하게 되며 이 규칙을 다시 

위반하게 되면 학생은 해당 과목을 듣지 못하고 낙제하게 된다는 점을 경고받게 됩니다. 

 

4 차 위반:  학생은 해당 과제에 대하여 0 점을 받게 되고 해당 과목에 대하여 “F” 학점을 받아 해당 

코스에서 제외됩니다. 

 

*행정실은 최종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위반에는 동일 학년도 내에 다른 교과목에서 

일어나는 위반이 포함됩니다. 

 

**반복적인 위반에는 동일 학년도 내에 다른 교과목에서 일어나는 위반이 포함됩니다. 

 

**부정행위/표절 사고 기록은 학생의 성명, 학년, 사고일 및 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보관됩니다. 사고 기록의 사본은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는 

문서에 서명해야 하고, 동 문서는 학년도가 끝날 때까지 학년 담당 행정관이 보관하게 됩니다. 

 

2. 수업 불참 

학교 행정실은 수업 불참을 매우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래의 

정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의도적이며 사유를 

제출하지 않은 수업 불참은 수업 달성 및 학교 시민의식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1 차 위반:  토요일 학교에 남기(2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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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토요일 학교에 남기(4시간). 운전 특전 상실. 과외 활동 중단  

3차 위반: 정학); 운전 특전 상실. 과외 활동 중단  

 

학생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수업 불참에 대하여 학점을 받지 못합니다.   

 

3. 복장 규정  

 개인의 복장, 외양 및 청결도는 다른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반응하는 방법과 관계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세심함을 반영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 및 건강에 위협이 되면 안 되며 다른 학칙을 위반해도 안 됩니다. 스타일은 

변하지만 복장은 현재의 건전한 기호와 학창 시절에 적절한 스타일을 반영해야 합니다. 복장 

규정의 목적은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교육 과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복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반바지 입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느슨하며 충분히 긴 적절한 학생 복장을 선택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바지 및 스커트는 팔을 옆으로 내렸을 때 편 손가락 끝보다 길어야 합니다. 

 학생은 반드시 몸통 부분과 겨드랑이 부분을 덮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깨끈이 없는 상의는 

금지되며 어깨는 반드시 적절히 덮혀야 합니다. 

 불경스럽거나 의심스러운 언어가 인쇄된 옷은 학교 복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생은 반드시 항상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화학 실험실과 같은 상황의 안전 및 위생 때문에 

교사는 더 튼튼한 신발을 착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선글래스는 학교 건물 내에서 착용하면 안 됩니다. 

 모자(hat), 후드 및 두건(반다나)은 특별히 지정된 날이 아니면 금지됩니다. “색깔”이 있는 

반다나는 항상 금지됩니다. 모자(hat) 및 반다나는 반드시 주간에는 락커에 보관해야 합니다. 

 속옷이 드러나는 바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형태의 복장은 개별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장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학생은 즉시 

허용되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고 경고에서 정학에 이르는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부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옷을 입고 등교한 학생은 행정실에 회부되어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안면가리개에는 불쾌한 언어 및/또는 이미지가 없어야 합니다. 

 
 

4. 전자 기기 

 휴대전화, 오디오 기기, 게임 기기 및 녹음기는 수업 시간 중에 홈룸, 자습실, 점심 및 이동 중 

복도에서만 허용됩니다. 

 전자 기기의 사용은 다른 학생이나 직원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지시사항의 일부로서 담당교사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교실에서 이러한 기기의 어느 것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생은 수업 중인 학생에게 문자를 보내면 안 되며, 간호사 또는 출석 관리실에 먼저 신고하지 

않고 하교에 관해 집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면 안 됩니다. 

 모든 형태의 휴대전화 및 헤드폰은 반드시 수업에 들어오는 즉시 치워야 합니다. 학생은 교실에 

들어오면 음악 듣기, 문자 보내기 또는 전화 통화를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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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전자 기기도 학생 및 교직원을 기록하기(동영상, 오디오 또는 사진) 위하여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전자 기기는 동료 학생들을 사이버상에서 왕따시키기 위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결과: 

o 1차 위반: 구두 경고 

o 2차 위반: 교사가 학부모에 연락하고 1차 위반 및 2차 위반 날짜를 적어 징계 회부서를 

제출합니다. 

o 3차 위반: 학생은 행정실에 보내지고, 교사는 징계 회부서를 제출합니다. 

o 학생이 위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수업 중에 방해하는 경우, 불복종 또는 방해를 적은 

징계 회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o 학생의 교사에 대한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은 긍정적이고,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은 외설적이고/이거나 부정적인 어조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문제점 및 의견 차이는 긍정적이고 사려 깊은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o 학생이 교사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학부모가 교사에게, 교사가 학부모에게 보내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사려 깊고 정중해야 합니다. 

학생은 반드시 적절한 사용(BP #256) 및 사이버 왕따(BP #249.1)에 관련된 위원회 정책(Board 

Policy)를 준수해야 합니다. 

5. 싸움 및/또는 신체적 폭력 

학교는 교육 목적을 지원하는 안전하면서도 질서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싸움 

및/또는 신체적 폭력에 관련된 학생은 행정실로부터 즉각적이고 엄한 징계 조치를 받습니다. 싸움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가하는 난폭한 행위를 한 학생은 3-10일 동안 정학을 받으며 로우어 귀네드 경찰국에 

회부되어 소환장 및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학생은 중재에 참가하기를 권장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3-10일 정학 및 경찰 회부 

2차 위반: 참가자 한 명 또는 두 명의 퇴학 추천 및 경찰 회부 

 

6. 식음료 정책 

학생은 일중 어느 때에도 식음료를 홀에 가져오고/오거나 홀에서 소비하면 안 됩니다. 건물에 있는 

벤딩 머신은 점심 시간, 수업 시작 전 및 방과 후 편의를 위한 것이지 교실에서 먹거나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실에서 소비하는 식음료는 반드시 해당 교실에서 소비해야 하며, 다음 수업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봉인된 물병만 학교에 가지고 오거나 교내에서 마실 수 있습니다. 커피, 차 

또는 다른 음료는 학교에 가져올 수 없습니다. 개봉된 용기 또는 음료는 교사가 압수하여 폐기합니다. 

학생은 수업 시간 중에 또는 방과 후에 외부의 벤더로부터 음식 배달을 주문할 수 없습니다. 주의:  

병에 든 생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학생은 의무실에 보고하고 수업에 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7. 위조 

WSD 직원 또는 학부모나 보호자의 서명을 위조하다 발각된 학생은 다음과 같은 징계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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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1 차 위반:  최대 일(1) 일의 교내 정학(ISS) 

추가 위반: 교내 정학 및/또는 교외 정학(OSS)의 점증적인 적용 

 

8. 괴롭힘(성적 괴롭힘 포함) 

괴롭힘이란 학생이 타인을 불안하게 하거나 심각하게 괴롭히며 합법적인 목적이 없는 행위에 

참여하거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학생이 학교 운동장에서, 학교 활동 중에, 또는 

등하교 길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즉시 괴롭히는 사람에게 그러한 

행동이 원하지 않는 것이며, 불쾌하며, 부적절하다고 알려야 합니다. 또한 학생은 원하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을 행정관, 상담사, 간호사 또는 교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괴롭힘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다른 사람을 밀치거나, 차거나, 때리거나, 달리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이와 같은 행동을 

시도하거나 할 것처럼 위협하는 것. 다른 사람을 뒤좇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체적 부상 

및/또는 정서적 고통을 받을 것 같은 합리적인 두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 

2.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불쾌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조상, 

출신국가, 성별, 성적 지향성, 나이 또는 장애에 관련된 불쾌한 비방, 농담, 기타 구두, 그래픽 

또는 신체적 행동. 

3.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 성행위 요구, 또는 성적인 성격의 기타 부적절한 구두 또는 신체적인 

행동.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정책 #317을 참조하십시오.) 

 1차 위반: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괴롭힘 행동을 그만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행정관의 

재량으로 일부 괴롭힘 사건은 즉시 로우어 귀네드 경찰국에 보고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위반: 추가 괴롭힘 사건은 학교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되며, 로우어 귀네드 

경찰국에 보고되어 조사 및/또는 소환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못살게 구는 행위 

못살게 굴기는 학생의 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 또는 안전을 무모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위태롭게 

하거나, 위원회가 인정한 조직의 시작, 가입, 회원 유지 또는 유대를 목적으로 공공 또는 민간 재산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제거하는 상황으로 정의됩니다. 개인에 의한 것이든 집단에 의한 것이든, 

못살게 구는 행위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강요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학생 및 직원이 못살게 구는 행위가 없는 안전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유형의 못살게 구는 행위는 위사이콘 학군의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항상 

금지됩니다. 학군의 행정관은 못살게 구는 행위에 대한 모든 불만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이 정책을 

위반하는 개인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성격상 범죄인 못살게 구는 행위는 현지의 

경찰관에게 보고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정책 #247을 참조하십시오.) 

10. 불복종 

학생이 학교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관, 교사, 또는 다른 WSD 직원의 합리적인 요구를 준수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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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는 경우에 불복종이 발생합니다. 직원에게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학생은 불복종으로 

간주됩니다. 불복종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차 위반:  최대 일(1) 일의 교내 정학(ISS) 

추가 위반: 교내 정학 및/또는 교외 정학(OSS)의 점증적인 적용 

 

학생에게는 신분증이 발행됩니다. 학생은 항상 이를 소지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불복종으로 간주됩니다. 

11. 수업 지각 

1 차 위반:  학생/교사 면담 및 경고 

2 차 위반:  학부모 연락  

3 차 위반:  방과 후 학교에 남기 

추가 위반: 학교에 남기, 교내 및 교외 정학의 점증적인 적용, 행정관/학부모 면담 

     

오(5) 분 이상 수업에 늦는 경우 학생은 수업 불참으로 간주됩니다. 

12. 외설적 언어, 제스처 및/또는 민족 또는 인종 비방 사용 

외설적 언어, 제스처 및/또는 민족 또는 인종적 비방 사용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을 위반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1 차 위반:  방과 후 학교에 남기 및 교정 연습 

2 차 위반:  토요일 학교에 남기 및 교정 연습 

추가 위반: 교내 정학 및 교외 정학(OSS)의 점증적인 적용. 부모 면담 

     
 

본 정책을 위반할 시 로우어 귀네드 경찰국에 회부되어 소환장과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WHS 직원과의 신체적 접촉 

위사이콘 고등학교 직원과의 의도적인 신체 접촉은 금지됩니다. 이러한 성격의 사건은 교외 정학에 

처해지며, 로우어 귀네드 경찰국에 회부되어 소환장 및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절도 

교내에서 절도(훔치기, 도난 당한 물건의 구입, 판매 또는 소지)에 관련된 학생은 최소 교외 정학을 

받게 되며, 사건은 로우어 귀네드 경찰국에 보고됩니다. 

 

15. 교내에서의 담배 제품 

위사이콘 정책은 모든 학교 재산(건물, 주차장 및 버스 포함)에서 수업 시간에 담배, 전자 담배 및 용품, 

궐련, 씹는 담배, 파이프, 라이터 또는 성냥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실제 

학교 구내가 포함되지만, 필요한 경우 커뮤니티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커뮤니티와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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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학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는 이러한 조화가 방해받지 않도록 

일정한 제한을 유지합니다.   특히, 학교 부지로부터 길 건너에 있는 커뮤니티는 더욱 그러합니다. 

 

1차 위반: 1-10일의 교외 정학. 지방법원 및/또는 금연 프로그램 참가에 회부.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1차 위반자는 소환장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위반: 교외 정학의 점증적인 적용. 법원에 회부.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정책 #223을 참조하십시오.) 

 

16. 학교 부지에서의 무기: 

교내에서, 학교 후원 활동에서, 또는 학교 또는 학교 후원 활동을 위해 가는/활동으로부터 오는 수송을 

제공하는 대중 또는 사적 교통편에서 무기를 소유, 취급 또는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은 일(1)년 

이상 퇴학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학군의 교육감은 경우에 따라 경감된 징계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교내에서, 학교 후원 활동에서, 또는 학교 또는 학교 후원 활동을 위해 가는/활동으로부터 오는 수송을 

제공하는 대중 또는 사적 교통편에서 모의 무기를 소유, 취급 또는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 역시 

최고 퇴학에 이르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본 정책에 의하여 금지된 무기를 발견하면 로우어 귀네드 경찰국에 보고됩니다. ‘무기’란 용어에는 

일체의 칼, 절단 기기, 절단 공구, 쌍절곤, 총기류, 엽총, 소총, 심각한 신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일체의 

다른 도구, 기기, 연장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의 무기”란 용어에는 무기를 닮은 

또는 무기와 비슷하게 보이려고 만든 모든 기기 또는 도구가 포함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정책 #218.1을 참조하십시오.)  

 

결과 

1. 방과 후 대기 조치 

부적절하거나 반복되는 비위를 다루고 시정하기 위하여 학교에 남기 벌칙이 주어집니다. 행정실은 

학생에게 부과된 학교에 남기 준수 여부를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합니다. 학교에 남지 않거나 

학교에 남기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징계조치가 취해집니다. 

a. 교사에 의한 학교에 남기 

교사는 학생에게 수업 지각, 수업 절차 위반 및 방해되는 행동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학교에 남게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활동 버스 시간에 맞추어 돌려 보내집니다. 

b. 방과 후 학교에 남기 

학교 규칙 및 절차를 위반하는 일부 경우에 교감이나 다른 행정실 직원에 의하여 학교에 남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에 남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45분부터 4시 

15분까지 실시됩니다. 학생은 정시에 도착하여 남기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공부를 해야 합니다. 

c. 토요일 학교에 남기 

학생은 토요일 학교에 남기를 실행하기 위해 반드시 오전 8시 이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오전 

8시에 문이 잠기고 출석을 확인합니다. 학생은 학교 관련 공부를 할 준비를 하고 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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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아래층 카페테리아에 도착한 다음 적절한 교실로 안내받게 됩니다. 학부모는 늦어도 

배정 이십 사(24) 시간 전에 통지를 받게 됩니다. 학교 및 가정으로의 교통편 마련은 학생 및 

학부모의 책임입니다. 사전에 행정실의 승인 없이 토요일 학교에 남기에 불참하는 경우 정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d. 학교에 남기 불참 

 방과 후 학교에 남기 불참:    토요일 학교에 남기(2시간) 

 토요일 학교에 남기 불참 - 1 차 위반:  교내 정학 

 토요일 학교에 남기 불참 - 2 차 위반:  교외 정학 

e. 학생의 책임 

교사에 의한 학교 남기가 학교에 의한 학교에 남기에 우선합니다. 교사에 의한 학교에 남기가 

부과된 경우, 학생은 방과 후 즉시 지정된 날, 지정된 교실에서 해당 교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학생이 참석하지 못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교사가 

내리는 일체의 결정이 우선합니다. 위 절차를 무시하는 학생은 학교에 남기 및/또는 정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교내 정학(ISS) 

부과되는 경우, 학생은 교내 정학(ISS) 교실에 도착하여 오전 7시 37분에 조용히 공부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과제는 사전에 교사가 마련해 줍니다. 학생은 반드시 ISS 교실에서 하루 종일 보내야 

합니다. 학생은 North Montco Technical Career Center 참석이 허용되지 않으며 교내 정학 중인 

날에는 특전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은 과외 활동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정학 중인 날에는 

반드시 학교가 끝나는 즉시 하교해야 합니다. 교내 정학 정책을 준수하지 못하면 교외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외 정학(OSS) 

교외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부모의 감독 하에 가정에 머물러야 합니다.  학생은 어떠한 학교 

활동에도 참가할 수 없고 교내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학생은 정학 기간 중에 일체의 학교 공부를 

보충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험과 테스트는 학생이 학교에 돌아온 후 실시됩니다. 과외 활동에 

참가하면서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다음 등교일까지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정학을 받은 학생은 

위반에 따라 명예 학생 단체(National Honor Society) 참가가 배제됩니다. 

4. 특전 상실 

총 3회 이상 정학(ISS 또는 OSS) 처분을 받은 학생은 현장 학습, 댄스, 학교 관련 활동, 시니어 특전 

및/또는 주차 특전 등의 혜택(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내 

또는 교외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NHS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사이콘 학군 학생 징계 규칙  

1. 철학 

위사이콘 학군의 직원이자, 관리자이자, 이사회인 우리는 우리의 주된 업무가 학생들의 삶이 윤리적, 

지적, 창조적, 감정적, 사회적, 육체적인 부분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동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성숙의 과정은 긍정적인 학습 환경에서 가장 잘 일어날 수 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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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의 가치와 각자의 존엄성에 대해 서로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진 환경 - 아이들 각자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해주는 환경 -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규율하고 개인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일을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강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책임 있는 시민에 의해 유지되는 민주주의에 이바지합니다. 

 

건전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규율 정책은 반드시 공정하고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개인의 책임을 기술하고, 행동을 분류하며, 적절한 대응을 제공하는 학생 윤리 강령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강령의 목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가르칩니다. 

 자기 점검을 장려하고 자기 수양을 촉진합니다. 

 학생이 자신의 선택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깨닫도록 돕습니다. 

 타인의 권리와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합니다. 

 가정과 학교와 커뮤니티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조성합니다. 

 위법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 방법을 결정합니다. 

 가벼운 위법 행위와 중대한 위법 행위를 구분합니다. 

 공공과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연방, 주, 지역의 법률을 준수합니다. 

 

2. 철학 

학생 

학생은 학교 프로그램에 출석하고 참여하여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의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시간에 맞게 정기적으로 학교에 출석하며, 서로가 존중하고 모두의 존엄성을 지키는 

학습 환경을 만드는 데에 일조하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 진심 어린 노력을 쏟는 것은 학생의 의무입니다. 

 

학부모와 보호자 

가정과 학교의 든든한 유대는 학생의 성공적인 발전과 성취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대를 쌓기 

위하여, 학부모와 보호자는 그들의 자녀가 정기적으로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이들에게 

자긍심, 준법정신, 타인에 대한 존중, 공공 재산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성취를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학군의 직원들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사이콘 학군 학생 행동 강령 

단계 행위 내용 예시 징계의 종류 / 대응 

I 

교과과정을 방해하거나 학교의 

일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학생의 

비행. 
 

이 단계의 비행은 교직원 개인에 

의하여 다루어지지만, 학교의 다른 

 교실 밖에서의 소란 
행위(복도, 식당, 운동장 등) 

 무례한 행위 

 학습 방해 

 지각 

 욕설  

 행동 계약 (비공식) 

 상담 

 방과 후 대기 조치 

 특전 상실 

 학부모 연락  

 또래 조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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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이콘 학군 학생 행동 강령 

단계 행위 내용 예시 징계의 종류 / 대응 

전문가와 행정 당국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음. 

 반항적이지 않은 이유로 과제를 

완료하지 못함  

 컴퓨터 혹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부적절한 사용 

 

 보상 

 회복 중재 

 특별 과제 

 학생 회의 

 일시적으로 수업/활동에서 배제 

 컴퓨터 사용 권한의 일시적 정지 

 경고  

II 

학교의 학습 환경을 빈번하게 혹은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의 비행. 
 

보통 이 단계의 비행은 I 단계나 

그보다 심각한 비행이 이어진 결과로 

나타나며, 관계 행정실의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됨. 

 I 단계 비행의 지속 

 무단결석 

 소란 행위 
 통지문 혹은 사유서 위조 

 부정행위 및 거짓말 

 수업에 빠지는 행위 

 불복종 

 협박/위협 

 무단으로 학교 구내를 떠나는 행위 

 불경하고 외설적인 언어의 사용 

 인종 및 민족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 

 전자 기기의 무단 소지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에 

학군에서 소유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 프로그램 또는 다른 

기타 파일의 설치 

 원외 활동이나 학교와 관련 

없는 활동을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행위 
 음란물 소지 

 이밖에 II 단계 비행의 정의에 

부합하는 행위 

 I 단계의 대응 중 적절한 것 
 행동 교정 계획 

 정규 수업과 병행한 근신 처분 

 교내 정학 

 특전 상실 

 컴퓨터 사용 권한 정지 

 교외 정학(1~3 일간) 

 외부 기관 회부 

 일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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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이콘 학군 학생 행동 강령 

단계 행위 내용 예시 징계의 종류 / 대응 

III 

자기 자신이나 타인 혹은 재산에 

가해진 비행이 결과적으로 학교 내 

타인의 건강, 안전, 안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거나 법집행 공무원에게 

회부가 필요한 경우. 

 

이 단계의 비행은 범죄 행위로 

간주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내의 

징계 수준에서 다뤄질 수 있음. 

학교는 활용 가능한 학교의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여 모든 

학생을 위해 최선의 방향으로 시정 

조처를 하게 됨. 

 II 단계 비행의 지속 

 싸움 

 공공 기물 파손 

 못살게 구는 행위 

 담배, 전자담배, 혹은 약물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왕따/사이버 왕따 

 절도/장물을 소유/판매하는 행위 

 자동차의 무책임한 사용 

 성추행/성폭행 

 직접적인 협박 전화, 편지 혹은 

이메일 

 민족적 및/혹은 인종적 위협 

 학생의 관할이 아닌 컴퓨터 혹은 

데이터 네트워크의 파일이나 

기타 자료를 수정하는 행위 

 컴퓨터나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타인의 암호를 변경하거나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데이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컴퓨터의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행위 

 컴퓨터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절도 행위 

 기타 펜실베이니아주의 범죄 

규정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 

 이밖에 III 단계 비행의 정의에 

부합하는 위법 행위 

 II 단계의 대응 중 적절한 것 

 대안 프로그램 

 컴퓨터 사용 권한 정지 연장 

 교외 정학 – 1~10 일간 

 법집행 공무원에게 회부 

 

IV 

자기 자신이나 타인 혹은 재산에 

가해진 비행이 결과적으로 학교 내 

타인의 건강, 안전, 안녕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거나 법집행 공무원에게 

회부가 필요한 경우. 

 

이 단계의 비행은 분명한 범죄이고 

관계자의 조처가 요구되는 심각한 

행위이므로 학교는 학생을 즉시 

제명하고, 법집행 당국이 개입하게 

 III 단계 비행의 지속 

 테러 위협 

 폭행/구타 

 공공 기물 파손 

 방화 

 상업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데이터 네트워크를 불법 

사용하는 행위 

 III 단계의 대응 중 적절한 것 

 퇴학 

 대안 교육 서비스 

 이밖에 적절한 배치를 위한 

이사회의 조치 

 지역 내 법집행 기관으로 

회부하여 공소 제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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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이콘 학군 학생 행동 강령 

단계 행위 내용 예시 징계의 종류 / 대응 

되며, 학교 이사회는 가능한 모든 

행정적인 조처해야 함. 

 컴퓨터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를 오용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이밖에 IV 단계 비행의 정의에 

부합하는 위법 행위 

V 

허가되지 않은 물질을 학교 안이나, 

학교 건물이나, 학교가 지원하는 

활동, 학교가 지원하는 활동을 위해 

공공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에서 소지하거나, 

사용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는 행위를 포함한 비행. 

 

이 단계의 행동은 범죄 행위일 수 

있고 항상 관계자의 조처가 

요구되며, 학생은 학교에서 즉시 

퇴학당할 수 있고, 법집행 당국이 

개입하거나, 학교 이사회가 가능한 

모든 행정적인 조처를 할 수 있음. 

 허가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허가되지 않은 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되지 않은 물질과 

어떤 식으로든 연루된 

경우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물을 

부적절하게 사용, 제공, 판매 

혹은 소지하는 행위 

 

초범 

 약물/알코올 평가를 완료하고 

그에 따른 권장 사항 준수 

 상담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치료 

 5 일에서 10 일간의 정학. 

정학의 기간은 고등학교 

행정관이 결정 

 SAP 로 회부 

 

재범  

 대안 학교  

 퇴학 

 이밖에 적절한 배치를 위한 

이사회의 조치 

 

VI 

무기 혹은 무기의 복제품을 

소지하고 학교에 등교하거나 학교가 

지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행위를 

포함한 비행. 

 

허가되지 않은 물질을 배포할 

목적으로 학교 안이나, 학교 

건물이나, 학교가 지원하는 활동, 

학교가 지원하는 활동을 위해 

공공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에서 판매, 제공, 소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비행. 

 

이 단계의 행동은 범죄 행위이고 

항상 관계자의 조처가 요구되며, 

학생은 학교에서 즉시 퇴학당할 수 

있고, 법집행 당국이 개입하거나, 

 교내에서 무기를 소지하는 행위 

 학교나 학교 건물로 무기를 

가져오는 행위 

 학교가 지원하는 어떠한 형태의 

활동이나 학교가 지원하는 

활동을 위해 공공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무기를 

가져오는 행위 

 허가되지 않은 물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 

 허가되지 않은 물질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허가되지 않은 물질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교육감이 정상 참작이 가능한 

특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가벼운 징계를 내리는 것을 권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1 년 이상의 기간 동안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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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이콘 학군 학생 행동 강령 

단계 행위 내용 예시 징계의 종류 / 대응 

학교 이사회가 가능한 모든 

행정적인 조처를 할 수 있음. 

위사이콘 학군의 학생 행동 강령은 이사회 정책 218 호 및 그와 관련된 이사회 정책 및 펜실베이니아주의 학교 규정 

511 호, 1317 호, 1317.1 호, 1318 호에 준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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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 지급 컴퓨터 

 

No. 146 

 

섹션: 프로그램 

 

제목: 학군 지급 컴퓨터 

 학생 사용, 권리 및 책임  

 

     처음 읽기: 2012 년 5 월 14 일  

두 번째 읽기:  2012 년 5 월 29 일 

채택일: 2012 년 5 월 29 일 

수정: 

  1. 목적 

 
 
 

2. 정의 

 
 
 
 
 
 
 
 
 
 
 
 
 
 
 
 
 
 
 
 
 
 
 
 

학군 이사회는 학생으로 하여금 학군 지급 랩톱, 노트북 또는 아래에 

정의하는 컴퓨터(“컴퓨터”)를 학군의 교육 사명에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위사이콘 네트워크 서비스(WNS) - 승인받은 학생들이 특히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학군의 광역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a. 인터넷 접속 

b. 프린터와 같은 네트워크 공유 자원  

c. 네트워크 폴더 공유 및 백업 폴더 

 

컴퓨터 - 학군이 학군의 특정한 학생에게 학군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군이 지급한, 식별된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21 세기 교육 및 학습 이니셔티브(21st Century Teaching and 

Learning Initiative), 특수한 필요가 있다고 확인된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약정, 그리고 기타 교육 목적과 관련하여 학군이 

지급한 컴퓨터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1 세기 교육 및 학습 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 - 6 학년부터 

12 학년까지의 모든 학군 학생들에게 학군이 지급한 컴퓨터에 대한 

접속권을 제공하기 위한 학군의 이니셔티브를 말합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주요 목적은 학생들에게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21 세기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기술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술 직원 - WNS 의 일일 유지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는 학군 기술 

Wissahickon 

School 

District 

Ambler, Pennsylvania 

1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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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규칙 

디렉터의 지시를 받는 기술 직원을 말합니다. 

 

시스템 통합 - WNS 전반에 걸쳐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의 유지를 

말합니다. 

 
 

컴퓨터 원격 접속 - 클라이언트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학군의 직원 

및 에이전트가 학생이 점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학생이 컴퓨터를 통하여 WNS 에 연결하는 경우 자동으로 

소프트웨어 및 환경 설정 변경을 다운로드하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는 

컴퓨터 원격 접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원격 접속에는 학생이 웹 

컨퍼런스, 챗룸 또는 기타 웹 기반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거나 학생이 

수업 활동(교육 목적상 교실에서 학생의 컴퓨터 화면의 내용을 교실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참가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비록 WNS 의 유지관리 및 보안에 필요한 일정한 

컴퓨터에만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승인된 소프트웨어만이 컴퓨터에 

설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컴퓨터에 보내는 일체의 소프트웨어 또는 

환경 설정 변경을 말합니다. 

 
 

학군 지급 컴퓨터에 대한 정책 규칙 

 

교육감 또는 그 수임인은 학년도 시작 전에 컴퓨터를 지급받을 자격이 되는 

자녀의 학군 내 학부모/보호자에게 21 세기 교육 및 학습 이니셔티브와 동 

이니셔티브 아래에서 학군이 지급한 컴퓨터에 특별히 적용되는 내용에 

관한 정보를 담은 공식 서면 통지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통지문의 형식은 

교육감이나 그 수임인이 결정합니다. 

각 학생 및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는 반드시 본 정책 및 기타 정책에 있는 

조건을 담은 컴퓨터 사용 약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컴퓨터 사용에 대한 

지침을 받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서 및 지침은 교육감이나 그 

수임인이 결정하는 양식이어야 합니다. 이 사용 약정서에는 (1) 21 세기 

교육 및 학습 이니셔티브 하에서 학군이 지급한 컴퓨터에 대하여 컴퓨터당 

컴퓨터 보호 비용의 필수 지불, 그리고 이러한 비용은 컴퓨터가 반복하여 

손상되는 경우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통지, (2) 컴퓨터가 학생에게 

지급된 후 언제든지 분실 및/또는 두 번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에 해당 

학생은 그 후 항상 컴퓨터에 대해 학군이 가입한 보험 보장에 필요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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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3) 해당 학생은 학군이 지급한 

컴퓨터를 학교 수업에서만 사용한다는 확인이 포함됩니다. 

정책 번호 256, “학생의 학군 정보 및 통신 자원의 적절한 사용”에 있는 

제한사항은 학생이 WNS 에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학군 지급 

컴퓨터에 전부 적용됩니다. 

일부 경우에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 직원이 원격으로 

컴퓨터에 접속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속이 필요한 경우, 

원격 접속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학생의 허가를 받고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원격 접속 허가를 받은 후, 접속 일시 및 기간, 접속 사유와 함께 승인에 

대한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학군은 원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의 수행과 관련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에 통지하거나 그들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는 변경된 코드 또는 

프로그래밍 수정이 관련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 파일이 WNS 의 운영 및 

보안에 위협으로 간주되거나 허가받지 않은 소프트웨어에 저장되어 있으면 

컴퓨터로부터 해당 파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생각하기에 컴퓨터가 분실되었거나 도난당한 

경우, 반드시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가 서면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속히 학교 교장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가 제출되면 학군은 다음과 

같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컴퓨터 보고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i.  가능한 경우,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장비를 회수하려는 

목적으로만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 

프로토콜 트래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i.  절대로 컴퓨터 카메라를 원격으로 작동시키거나 스크린 샷, 

오디오, 비디오 또는 온 스크린 문자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 

 

학군 직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군이 지급한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검사하거나 검토하지 않을 것입니다. 

a.  학생이 컴퓨터를 학군에 반환한 후: 

 

i.  학년도 말에, 또는 

ii.  학생이 컴퓨터를 영구히 반환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사전 

통지를 하고 컴퓨터에서 학생의 파일을 제거할 적절한 

기회를 준 때에. 

 

b. 학생이 학군의 규칙 또는 정책, 또는 연방, 주 또는 현지의 법률을 

위반하였고/하였거나 위반하고 있다고 학군이 합리적인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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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권한을 부여받은 학군의 행정관은 컴퓨터를 확보하여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란 

조사하는 경우 학생이 법률이나 학교 규칙 또는 학군의 정책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사의 범위는 반드시 조사를 정당화하는 위반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학군 직원은 본 

단락에서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원격으로 컴퓨터에 접속하지 

않습니다. 

  

c.  학군이 컴퓨터에 있는 파일에 접근하거나 파일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명확히 확인하는 동의서에 따라. 이 동의서는 컴퓨터 사용 

약정과는 별도의 것이어야 하며, 요청한 동의서는 학부모, 보호자 

또는 학생에게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기술 디렉터가 승인해야 

합니다. 

 

d. 교사 및 기타 학교 직원은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 앞에서 

그리고 학생의 요구에 따라 해당 학생의 파일을 찾는 데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  “학군 지급 컴퓨터에 대한 규칙”의 위 단락 4 에 따라 학생에게 

제공된 원격 접속에 대한 허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학생은 이니셔티브에 따라 학군이 지급한 컴퓨터를 

학생이 다니는 학군의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벗어나 캠퍼스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옮길 수 없습니다. 

a.  학생의 학부모/보호자가 학생이 컴퓨터를 캠퍼스 밖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b.  학생의 학부모/보호자가 캠퍼스 밖 사용에 대하여 학군이 요구한 

컴퓨터 보호 요금(컴퓨터당) 지불을 거부/거절한 경우; 또는 

 

c.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군이 학생의 컴퓨터 특전을 

    캠퍼스 내부로만 제한한 경우: 

 

       i.       매일 컴퓨터를 학교 및/또는 교실로 가져오지 못하는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ii.      학생에게 이전에 지급된 컴퓨터를 분실하거나 손상시키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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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학군 정책의 위반을 포함하여 제한에 대한   

                  다른 정당한 근거 때문에.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이 캠퍼스 내부 및 외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약정서에 서명하기를 거절하는 경우, 학군은 이니셔티브에 

의한 컴퓨터를 학생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교육감 

또는 그 수임인은 이로 인해 학생의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기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학군이 자신이 

결정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합리적인 

노력에는 학군의 재량으로 제한된 수의 컴퓨터를 교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다음 목적을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a. 컴퓨터가 지급될 학생에 의한 학군 지급 컴퓨터의 사용과 관련된 

적절한 그리고 적시의 교육 실시. 

 

b. 학군의 컴퓨터가 지급될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를 위한 정기적인 

오리엔테이션. 

 

 

컴퓨터 사용 제한 및 청소년 당국에 대한 통지 

 

학생이 본 정책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해당 

학생 행동 강령 및/또는 학군 정책에 있는 학군의 징계 절차에 회부됩니다. 

또한 학생은 수업 시간 중 사용으로 제한된 컴퓨터에만 접근할 수 

있고/있거나 사용이 철회됩니다. 

 

학군은 학군 지급 컴퓨터를 심히 그리고/또는 반복적으로 고의로 

손상하거나 오용하는 학생을 해당 청소년 당국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그리고/또는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한, 학군이 청소년 당국에 

회부되기 전에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책임 위임 

 

교육감은 본 정책의 실행 방법을 기술하는 지침을 작성해야 합니다. 

 

교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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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 256, 학생들의 학군 정보 및 전자 통신 자원의 적절한 사용 

정책 번호 249.1, 왕따/사이버 왕따 

 

 

운전 특전  

학교에 운전하여 등교하는 모든 학생은 반드시 개인으로서 자신의 차량 면허 번호와 차량 등록번호를 

등록하여야 하며, 주차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이 주차 허가증은 반드시 교내에 있는 동안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시니어 학생은 주차 허가증을 발급받을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주니어 학생은 제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데, 이를 보증할 수 없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학교법에 따라 학교는 학교 시간에 차량의 사용을 규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학군은 

모든 학생에게 교통편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의 운전은 책임감이 있다고 여겨지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특전으로 간주됩니다. 학교에 운전하여 등교하기를 원하는 모든 학생은 주차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금은 $50.00 입니다. 주차 태그를 받으려면 학생은 반드시 소유자의 카드 

및 운전자의 면허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승인된 주차 태그를 받은 학생만이 캠퍼스 주차가 허용됩니다. 

1. 주차 규칙  

모든 학생은 교내에 있는 동안 항상 규칙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a.  학생은 학교 교내에서는 반드시 시속 10 마일 이하의 속도로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하면 안 됩니다. 

b.  학생의 차는 등하교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학생의 차는 행정실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수업 

중이나 수업 사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생은 승인을 받은 후 보안 요원에 의해 차량까지 

호위를 받게 됩니다. 

c.  학생은 데이거 도로(Dager Road) 주차장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구내의 다른 지역에 

주차하면 안 됩니다. 불법으로 주차된 차에는 티켓이 발부되고 학군에 의해 벌금이 부과됩니다. 

학생은 학교 시간 말에 자신의 차를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차는 반드시 

학생 주차장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d.  주차 태그는 이전이 안 됩니다. 주차 태그를 다른 학생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운전 특전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e.  학생은 반드시 자신의 차량을 지정된 공간에만 주차해야 합니다. 

f.  학생은 주차 요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고, 고등학교 운동장에 주차하는 것은 특전이지 권리가 

아님을 이해합니다. 행정실은 자신이 판단하기에 학생이 차를 책임감 있게 운전하지도 

사용하지도 않는 경우 이러한 특전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주차/운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면 

학교 징계를 받게 됩니다. 

g.  상습적으로 주차 규칙을 위반하는 학생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고/되거나 운전 특전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학생을 차로 등교시키는 학부모는 학교 건물의 전면에 내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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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및 알코올 - 이사회 정책  

본 정책 및 그 관련 지침은 전체 학생들에 의한 약물, 알코올 및 기분 전환 물질의 잠재적인 그리고 

현재의 사용 및 남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사이콘 학군의 통일된 

노력입니다. 교육과정 및 수업 활동, 커뮤니티 지원 및 자원,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정실 및 교사들의 

노력, 재활 및 징계 절차를 통하여 위사이콘 학군은 전체 학생들에 의한 모든 약물, 알코올 및 기분 

전환 물질의 사용 및 남용을 교육하고,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위사이콘 학군의 이사회는 1972 년 4 월 14 일 통제 물질, 약물, 기기 및 화장품에 관한 법률, P.L. 233 

No. 64, 35 P.S. §780-101 등과 그 수정본에 정의된 용어인 알코올 또는 통제 물질의 사용 및 남용에 

관한 펜실베이니아 커먼웰스 및 연방정부의 법률을 지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학군은 알코올 및 통제 

물질 또는 다른 약품의 사용 및 남용에 관해 모든 법집행 당국과 협력할 것입니다. 

알코올 및 통제 물질에 관한 기존의 주 및 연방의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a.  적절한 의료 처방 없는 어떠한 형태의 알코올, 통제 물질 또는 기타 약물의 사용, 소비, 제조, 

판매 또는 전달, 보유, 판매 제안, 소지 또는 그 영향 하에 있는 것은 교내 및 모든 학교 관련 

활동에서 금지됩니다. 

a. 학교 행정실 직원은 법률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b. 본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모든 학생은 적절한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1. 행정 지침  

약물, 알코올 및 기분 전환 물질의 사용, 남용 및 오용에 관한 위사이콘 학군 이사회의 우려에 따라 

그리고 약물 및 알코올에 관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모든 학군의 직원은 약물, 기분 전환 물질 및 알코올 

관련 상황에 대응할 때 다음과 같은 규칙, 규정 및 지침을 이용해야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약물/기분 전환 물질/알코올 - 1972년 4월 14일 통제 물질, 약물, 기기 및 화장품에 관한 법률, P.L. 

233 No. 64, 35 P.S. §780-101 등과 그 수정본에 열거된 일체의 알코올 또는 몰트 음료, 일체의 약물, 

해당 법률에 따라 처방이 요구되는 통제 물질, 화학제, 남용 물질 또는 약 및/또는 기분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는 일체의 물질이 포함됩니다. 위에 열거한 것들에 대한 예에는 맥주, 와인, 주류, 마리화나, 

대마초, 화학 용매, 본드, 학교 간호사에게 등록되지 않고 학교 학생에 대한 의약품 관리에 관한 학군 

정책에 언급된 유사 물질 및 일체의 캡슐 또는 알약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생지원팀 - 학교 직원(교사, 스탭, 행정관, 간호사, 상담사) 및 지정된 정신건강 전문의로 구성된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팀입니다. 이 팀은 청소년의 화학물질 사용, 남용 및 의존 문제점에 관하여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본 정책에서 약술한 절차에 따라 자신이 맡게 되는 

학생들의 식별 및 추천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통 - 이 지침들에서 정의한 일체의 알코올, 약물 또는 기분 전환 물질을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배달, 판매, 전달, 공유 또는 주는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소지 - 불법으로 판명되거나 본 정책이 정한 일체의 약물, 알코올 또는 기분 전환 물질을 유통시키려는 

목적 없이 소유 또는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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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행위 - 학생지원팀 구성원의 요구 및 추천에 따라 합리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스탭 및 학교 

직원과 협력하려는 학생의 자진 의사로 정의됩니다. 

비협조 행위 - 학생이 학교 직원의 합리적인 요구 또는 추천을 구두나 신체적으로나 수동적으로나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항, 공격, 속임수 및 도망은 비협조적인 학생 행위의 예입니다. 

비협조 행위에는 학생지원팀이 추천하는 사항의 준수 거부도 포함됩니다. 

약물 용품 - 여기에는 학교 직원이 판단하기에 약물, 알코올 또는 기분 전환 물질의 사용과 관련될 수 

있는 기구 또는 물품이 포함됩니다. 이런 예에는 클립, 파이프 및 사발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 규칙 및 규정  

학교 교내에서, 수업 시간에,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 중 어느 곳에서든, 알코올, 약물 또는 기분 

전환 물질에 취해 있거나 알코올, 마약, 통제 약품, 기분 전환 물질, 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제한 

물질이나 기분 전환 물질로 알려진 일체의 물질을 소지, 사용, 나누어 주거나, 판매하거나 또는 조달에 

도움을 주는 학생은 위사이콘 학군 징계 규칙에 약술한 조항에 따라 징계를 받습니다. 

 

 

등급 체계 

위사이콘의 수업에서 사용되는 등급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자 등급 퍼센트 등급 

A 93 - 100 

A- 90 - 92 

B+ 87 - 89 

B 83 - 86 

B- 80 - 82 

C+ 77 - 79 

C 73-76 

C- 70 - 72 

D+ 67-69 

D 65-66 

F 0 – 64 

I 미이수 

M 의료 

P 통과 

F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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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요건 

1. 과정 요건 및 학점 취득 

과정 요건 취득한 학점 

 영어 4.00 

사회 4.00 

수학* 3.00 

과학* 3.00 

수학, 과학 또는 컴퓨터 과학* 1.00 

건강관리(9 학년) 1.00 

체육 1.00 

건강 0.50 

졸업 프로젝트 0.80 

선택 과목** 8.50 

합계 26.80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을 합쳐 총 7.0 의 학점을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고급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는 AP 컴퓨터 과학 

과목의 1.0 학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2 년 동안 외국어를 배워야 하지만, 개인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전체 프로그램 일정:  학생들은 8 개의 코스 블록으로 짜여진 전체 프로그램 일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때 8 개 블록 중 한 개는 자습실 일정이어야 합니다. 

 

3. North Montco Technical Career Center 프로그램:  일부 WHS 학생들은 수업을 혼합형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NMTCC 에서 일부 수업을 듣고 WHS 에서 나머지 핵심 과목을 듣는 방식입니다. 이후 

이 학생들이 WHS 로 복귀하면 가상 고등학교 수업 중 하나에 등록하고 고등학교 도서관에 출석하여 

이곳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4. 진급 요건:  

 

학년 진급 필수 기준 

9 학년에서 10 학년으로 6 학점 

10 학년에서 11 학년으로 총 최소 12.50 학점 

11 학년에서 12 학년으로 총 최소 19 학점 

 

진급을 위해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매 학년도 말에 상담사가 통보합니다. 학생들은 

여름학교에서 또는 다음 학년도에 공부함으로써 부족한 학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정규 학년 수업은 

학점 보충 수업을 모두 완료한 뒤 합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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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졸업 프로젝트:  학생들은 WHS 를 졸업하기 위해서 위사이콘 학군 졸업 프로젝트를 만족스럽게 

완료해야 합니다. 

 

6. 키스톤 평가:  PA 키스톤 시험(대수학, 생물학 및 문학) 세 개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점수를 

획득하는 것은 펜실베이니아 학생들이 대학교 수준의 학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펜실베이니아 교육부(PDE)는 학생이 대학 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체 경로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2023 년도 졸업반 이후부터 실시되는 

고등학교 졸업 요건입니다. 

 

WHS 졸업 요건 해석:  이러한 WHS 졸업 요건에 대해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고등학교 교장 

및/또는 교육감은 문제의 졸업 요건에 대해 최종 해석/결정을 내리고 해당 학생의 과정 선택/명단에 

대한 수정 사항을 이행할 독점적 재량권을 갖습니다. 과목은 연도 또는 학기 단위로 선택할 수 있지만, 

성적표는 일년에 네 번 발급되며 모든 과목에 대하여 최종 등급이 주어집니다. 최종 등급은 학생의 

영구적인 성적 파일에 올려집니다. 일반적으로 9학년은 10학년이 되기 전에 반드시 최소 육(6) 단위를 

받아야 합니다. 10학년은 11학년이 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최소 십이 점 오(12.5) 단위를 받아야 합니다. 

11학년은 12학년이 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최소 십구(19) 단위를 받아야 합니다. 

 

복도 통행 

a. 학생은 학생 어젠더 및/또는 패스(모든 워터마크 표시된 패스는 동일하며 모든 교사들이 

사용함), 그리고 신분증을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b. 교실 또는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려면 학생은 반드시 감독 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나면, 교사는 학생의 성명, 날짜, 시간 및 목적지.가 적힌 학생 어젠더/패스에 서명하게 됩니다. 

c. 허가가 나고 어젠더/패스에 서명하고 나면, 학생은 직접 목적지에 가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이 교사나 직원으로부터 복도 또는 목적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으면 학생은 반드시 패스를 

제시해야 합니다. 

d.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학생은 반드시 교사로부터 어젠더/패스에 서명을 받고 시간 표시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은 반드시 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고 조용히 원래의 교실이나 구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e. 도서관, 지도실, 행정실 또는 기타 구역으로 가는 중에 학생은 반드시 수업 중인 교실을 

의식하고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f. 수업 사이의 이동 시간 중에 학생은 반드시 교실로 바로 가야 합니다. 수업 사이에 서서 

방황하는 것은 복도, 특히 연결 구역(L, C 및 D 복도의 교차점)에 혼잡을 야기합니다. 벨이 

울린 후 복도에 서서 방황하는 학생은 학교에 남기 또는 기타 적절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g. 직원의 허가 없이 정해진 체육수업 이외의 시간에 락커룸에 머무는 학생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건강 서비스  

학교 간호사는 학생의 건강 기록을 보관하고, 주에서 요구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의사의 처방이 

있는 의약품을 관리하고, 간호 절차를 실시하며, 학교 내 질병 및 부상에 대응하며, 학교 검사 시 의사 

및 치과의사를 보조하고, 건강 상담 및 추천을 제공하며, 요청받은 대로 건강 관련 수업을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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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련 업무에서 학부모 및 교실 상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교 의사는 필수인 11학년 

신체검사를 실행할 개인 의사가 없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검사는 학년도 중에 한 

번 일정이 잡히며, 학부모가 서명한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는 학교 신체검사 동안 자리를 함께 

할 것이 권장됩니다. 

모든 학생은 반드시 현재의 응급 양식이 파일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응급 양식은 부모가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응급 양식은 학생이 학교에서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에 

연락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합니다. 

학교의 자동외부제세동기  

갑작스러운 심정지(SCA)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망원인으로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SCA 희생자의 95%가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조기에 제세동할 수 있는 

자동외부제세동기(AED)를 현장에 갖추는 경우 SCA의 생존률이 증가합니다. 학군 이사회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위사이콘 학군은 모든 

학교 건물, 중앙 사무실 및 운송 사무실의 안전하고 접근이 쉬운 장소에 16개의 AED를 구매 

설치하였습니다. AED는 각 학교의 정문 구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빌딩 

전체에 그리고 각 운동 트레이너에 추가 AED가 있습니다. 각 학교 행정관은 CPR 및 AED 사용에 

대하여 훈련을 받은 직원팀을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팀은 학교 시간 중에 이용 가능합니다. 

 

Epi-Pen 거부 

펜실베이니아주 공립학교 규칙, 섹션 1414.2 (g)에 따라 학부모/보호자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 투여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학교 

간호사와 약속을 잡은 뒤 해당 결정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고, 거부 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홈리스 법 - 맥키니 벤토 법 

맥키니-벤토 홈리스 교육 지원 법(McKinney-Vento Homeless Education Assistance Act)은 집이 

없는 모든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무료 공교육을 보장합니다.  B.E. C. 42 U.S.C. 11431 은 

학교 배정 결정, 학생 등록 및 책임 결정에 대한 절차를 약술하고 있습니다. 연방 및 주 법률은 우리의 

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맥키니-벤토 법 하에서 “집 없는 청소년”의 정의는 무엇인가? 

“집 없는 사람”(홈리스)이란 “고정된, 적절한, 정기적인 야간 거주지가 없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부합하는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이용 가능한 집이 없거나, 재정적인 어려움 또는 유사한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집에 

머무르는 것 

 적절한 주거를 선택할 수 없어 모텔, 호텔, 트레일러 주차장(일부 경우, 예: 새는 지붕, 난방 

시설의 부재 등), 공공 장소 또는 캠퍼스 운동장에서 사는 것 

 긴급 피난소 또는 임시 주택에 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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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동반하지 않거나 (법적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직접적인 보호 하에 살지 않는) 또는 가출 

청소년으로 사는 것. 

 난민 및 이민 청소년으로 사는 것. 

 

숙제 

다른 계획된 학습 활동과 마찬가지로 숙제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학생의 필요에 부합해야 합니다. 

교사측은 내용, 과제, 기간, 학습자의 발달 단계, 그리고 과제를 독립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학생의 

준비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휴가, 방학, 시험 기간 및 특별 학교 행사와 겹치는 ‘숙제 없는’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종교적 휴일 바로 다음 날에는 숙제를 주지 않으며 (사전 통보 없이)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인피니트 캠퍼스(INFINITE CAMPUS) 및 스쿨로지(SCHOOLOGY)  

가정과 학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위사이콘 고등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생 

과제, 등급, 출석 및 기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두 웹 기반 제품을 사용합니다. 학부모와 학생은 

학생 과제와 현재의 학기에 대한 등급 정보를 얻기 위해 스쿨로지(Schoology.com)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학기의 등급, 시험 등급, 징계, 의무, 일정 및 출석 정보는 인피니트 

캠퍼스(https://wissahickonpa.infinitecampus.org) 위사이콘 학군의 학생 정보 관리 소프트웨어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보험 

모든 학생은 자발적으로 학교 사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학생 사고시 학교의 책임을 

설명하는 서신을 받아 학부모에게 가져가게 됩니다. 운동팀을 지원한 학생은 학부모가 작성해야 할 

양식을 받게 됩니다. 사고 및 부상에 대한 청구 양식은 간호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학부모가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 

1. 학생의 전자 자원 사용에 관한 행동 강령  

학생 및 직원은 학군의 정책, 네트워크 에티켓에 대한 적절한 규칙, 연방 및 주 법률에 따라 책임 있고, 

윤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행동하여야 합니다. 다음 설명에서 “네트워크”란 용어는 학군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일체의 기술적 기기와 관련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활동은 금지됩니다. 

 

또한 기술의 적절한 사용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러한 금지 활동에 대해 WHS 징계 규칙에 따른 

징계 조치가 취해집니다. 

a.  불법 활동을 조장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사용. 레벨 IV. 

b.  상업적인 또는 이윤을 목적으로 한 네트워크의 사용. 레벨 IV. 

c. 수업이 아닌 또는 학교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를 위한 네트워크 사용. 레벨 II. 

d. 제품 광고나 정치적인 로비를 위한 네트워크 사용. 레벨 III. 

e. 증오 메일, 차별적인 언급, 공격적이거나 비방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사용. 레벨 

III. 

f.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무단 또는 불법적인 설치, 배포, 재생산 또는 사용. 레벨 III. 

https://wsdweb.schoology.com/home
https://wissahickonpa.infinitecampu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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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외설스럽거나 포르노 자료를 위한 네트워크의 사용. 레벨 III. 

i. 네트워크 상에서 부적절한 표현 또는 욕설 사용 레벨 II/III. 

j. 수신인에게 공격적이거나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전송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사용. 레벨 

III. 

k. 다른 사용자 소유의 파일, 비밀번호 및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얻기 위한 또는 수정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사용. 레벨 IV. 

l. 다른 사용자인 척하는 것, 익명 및 필명 레벨 IV. 

m.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자료를 사기성 복사, 커뮤니케이션, 또는 수정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설 

사용. 레벨 III. 

n. 승인받지 않은 게임, 프로그램 또는 기타 전자 미디어의 로딩 또는 사용. 레벨 II/III. 

o. 다른 사용자의 작업을 방해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사용. 레벨 III/IV. 

p. 네트워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파괴, 수정 또는 남용. 레벨 IV. 

q. 원작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공적인 영역에서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인용. 레벨 IV. 

r. 승인받지 않은 장소(예: 가정, 휴대전화)에서의 네트워크 접속. 레벨 IV. 

 

개입 및 강화 기간(IE) 

개입 및 강화(Intervention and Enrichment) 프로그램은 학생을 학문적으로 지원하고 도전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 학생 주도 프로그램입니다. 격주로 학생은 현재의 교과과정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과목에 온라인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순전히 학습에 대한 관심을 

추구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많은 IE 세션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IE 세션은 6 일에 두 번, 48 분간 

진행됩니다. IE 제공은 이미 견실한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믿습니다. IE 과목 목록은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락커  

각 학생은 개인 소지품 및 학교 자료 보관을 위해 학년 동안 개별 복도 락커를 배정받습니다. 락커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정돈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자료의 분실을 막기 위하여 자물쇠 번호를 다른 

학생에게 알려주지 말고 락커는 잠가두십시오. 학생은 락커를 공유하면 안 됩니다. 학생은 행정실의 

사전 승인 없이 락커에 또는 락커 안에 자료를 진열하면 안 됩니다. 학생은 학교 수업 전에, 점심 전에, 

방과 후에 락커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방과 직후에 그날 밤 집에서 

필요한 자료를 꺼내야 합니다. 학생은 활동 후에 락커에 가기 위하여 복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락커에 문제가 있으면 일정 관리소(Scheduling Office)에 보고해야 합니다. 락커는 학교 재산으로서, 

언제든지 그리고 어떠한 사유로든, 학교 행정실이 검사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 

발견한 분실물은 주 사무실에 있는 분실물 보관소(Lost and Found)로 반환해야 합니다. 물건 분실은 

물품이 특정한 수업에 관련된 경우 행정실, 보안관 또는 교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본 정책은 학생이 처방약이든 일반약이든 학교에 약을 가져오는 것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본 정책은 

의약품을 무심코 다른 학생에게 주는 경우 심각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에 기초합니다. 

위사이콘 학군의 어떠한 직원도 승인받지 않은 약을 학생에게 처방하거나 투여하면 안 됩니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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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학생의 약 복용에 관하여 알려진 또는 의심스러운 사례를 학교 간호사와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의무실의 파일에 철한 의사의 서면 지시가 없이 학생은 약을 가지고 다닐 수 없습니다.   

처방약이든 일반약이든 수업 시간 중에 이를 필요로 하는 학생은 하루가 시작될 때 반드시 원래의 

약병을 의무실에 가져와야 합니다. 비닐 백에 가져온 약은 허용되지 않으며 간호사의 재량으로 

버려집니다. 약에는 학생의 성명, 복용할 약의 이름 및 양, 의약품 치료 이유 및 복용할 시간이 적힌 

조제 양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간호사가 약을 투여하기를 원하는 경우 학부모가 양식에 반드시 

서명하여야 합니다. 처방약은 반드시 학생의 성명, 약 이름, 투여할 양 및 의사의 성명과 함께 약국의 

라벨이 붙은 약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처방 흡입기 또는 자동주사기를 소지하길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의사 및 학부모가 자기 투여 양식을 작성하여 의무실의 파일에 보관해야 합니다. 모든 필요한 

양식은 의무실에 있습니다  

 

마이 스쿨 벅스(My School Bucks) 

MySchoolBucks 는 학부모로 하여금 학교 요금, 학생 구매 대금 등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온라인 

지급 서비스입니다.   WHS 는 학년도 내내 다양한 행사에 대한 대금을 추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MySchoolBucks 를 이용할 것입니다(현금 및 수표도 계속해서 받습니다).   사용 목적의 일부에는 

주차료, 컴퓨터 요금 및 과외 활동 요금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교 식사 

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이미 MySchoolBucks 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귀하의 계정이 이미 개설되어 

이용 준비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계정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단계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1. www.MySchoolBucks.com 으로 가서 등록하고 무료 계정을 개설하십시오. 

2. 학교명과 학생 ID 를 사용하여 학생을 추가하십시오. 

3. 신용/직불 카드 또는 전자 수표로 구매하십시오. 

프로그램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금이 부과되기 전에 요금을 검토하고 선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무 사항  

의무 사항에는 교과서 대금, 도서관 도서, 기타 학교 자료, 반환하지 않은 스포츠 장비, 완수하지 못한 

기타 개별적인 학생의 책임(긴급 양식 또는 필수 11 학년 신체검사서 제출)이 포함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교감과 상의해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학교 활동, 견학 여행, 여름학교 및 졸업식 참가가 거부됩니다.   

 

개인 물품 

학생은 불필요한 개인 물품을 학교에 가져오면 안 되며,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녀도 안 됩니다. 학생은 

돈을 다른 학생에게 이체하면 안 됩니다. 전자 오디오, 게임 또는 녹음 기기는 학교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학생은 자신이 가져온 개인 물품을 배정된 락커에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은 개인 물품을 체육관 락커룸에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는 도난이나 부주의로 

물품을 잃어버리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물품이 분실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중품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는 경우, 즉시 감독 교사, 보안관 및/또는 교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책가방 및/또는 배낭은 학생이 책임지며, 고등학교 행정실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myschoolbuc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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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 맹세  

매일 홈룸에서 충성 맹세(Pledge of Allegiance)를 낭독합니다. 학생이 충성 맹세 낭독을 거절할 수 

있고 개인적인 믿음이나 종교적인 확신 때문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의 권리 및 이익은 존중해야 합니다. 

 

일정 변경  

과목 선택에 관한 관련 기한은 현재의 학습 프로그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학부모/학생 주도 과목 변경 - 레벨 다운: 

레벨 변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 첫 학기의 중간점이 지난 후에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낙제할 것 같은 경우. 

2.  학생이 방과 후 개인지도, 교육 지원 실험실, IE 기간 및 해당하는 경우 지원 수업과 같이 

학군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을 받았음을 문서화한 경우. 

3.  학생이 변경, 미래에 대한 영향 및 자신의 일정에 대한 영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도 상담사와 

약속을 했던 경우. 학기의 중간점이 지나면 학생은 새로운 과목에 대한 일정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교사와 상담을 마친 경우. 

5.  학부모/학생은 반드시 과목 취소/철회 및 일정 변경에 대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양식은 

학교 상담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포기 양식을 과목 선택을 시작할 때 

제공하였습니다.) 

본 변경은 행정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첫 학기의 중간 지점 후에는 성적표에 “W” 등급으로 

표시됩니다. 학생의 현재 과목 등급은 새로운 과정으로 이월될 수 있으며, 최소 60%가 사용되어 새로운 

과목으로 이전됩니다. 

  

장학금 명부  

장학금 명부는 각 학기에 대하여 계산됩니다. 우수 장학금 명부(Distinguished Scholarship Roll) 

자격을 얻으려면 학생은 반드시 모두 “A”를 받아야 하며 한 우등과정(Honors) 또는 AP 과목에서 

“B”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명부(Scholarship Roll)의 경우, 학생은 반드시 모두 “A”와 “B”를 

받아야 하며, 한 우등과정(Honors) 또는 AP 과목에서 “C”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 장학금 명부와 

장학금 명부의 경우, 학생은 체육에서 반드시 최소 “B”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 버스 규정 

버스 기사는 버스를 책임지고 학군을 대표합니다. 모든 학생은 버스에 승차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학교 

버스 정류장에 있는 동안 전적으로 학교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학교 규정은 모든 버스 

이동 중에도 유효합니다. 위사이콘 학군 규칙이 항상 유효하며 아래에 있는 규정 및 벌칙을 보완합니다. 

학교 버스 승차는 특전이며, 필요한 경우 이 특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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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의무 사항:  

1. 연석과 도로, 차량에서 물러서야 합니다. 

2. 배정된 버스에만 승차해야 합니다. 

3. 목적지에 도착해서 버스가 멈출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자리 변경 불허). 

4. 기사나 교장이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배정된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5. 기사와 불필요한 대화를 일체 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옆에 앉은 사람과 낮은 목소리로만 대화해야 합니다(큰소리로 말하거나 버스의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은 금지됩니다). 

7. 버스의 청결을 유지하고 항상 쓰레기를 치웁니다. 

8. 항상 손, 머리 및 발을 버스 안에 두어야 합니다. 

9. 지정된 정류장에서만 버스에서 내려야 합니다. 

10. 차량을 마주하고 도로의 좌측으로만 걸어야 합니다. 

11. 버스 기사의 지시를 따르고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12. 다른 사람의 개인 물건을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버스 정류장에서 게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3. 버스 안에서는 식음료를 먹거나 마시면 안 됩니다. 

14. 버스 안에 또는 버스 창문 밖으로 아무 것도 버리지 마십시오. 

15. 항상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십시오(외설스럽거나 천박한 대화는 절대 금지됩니다). 

16. 버스에서 담배, 전자 담배, 라이터 또는 성냥을 소지하면 안 됩니다. 

17. 어떤 식으로든 버스를 손상시키면 안 됩니다(고의로 버스를 손상시키는 사람은 공공 기물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학교 규율이 버스에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학교 자원 책임자 (SRO) 

위사이콘 학군은 로우어 귀네드 타운십 경찰국과 함께 학교 자원 책임자를 통하여 추가 보안을 

제공합니다. SRO는 위사이콘 고등학교, 위사이콘 중학교 및 로우어 귀네드 초등학교에 배정된 

경찰관입니다. SRO의 목적은 학생, 직원 및 커뮤니티에 지원, 홍보 및 현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니어 특전 

학기의 첫 번째 세션 또는 일곱 번째 세션 중에 자습 시간(study hall) 일정이 있는 12 학년은 “시니어 

특전”을 승인받아 학교에 늦게 도착하거나 학교를 일찍 떠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업을 행정실에서 

할 수 있고,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학생은 시니어 특전 카드가 주어지게 됩니다. 학생은 반드시 각 

학기에 시니어 특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습실 

학생에게 수업 일정이 없는 세션은 자습 시간이라 불리며 학생에게 몇 가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이 실제로 공부하고, 숙제를 하거나 다른 수업 과제를 할 수 있는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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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 정시에 도착. 

b.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배정된 자리에 있을 때 출석을 확인합니다. 

c. 출석을 확인할 때까지 아무도 이석할 수 없습니다. 

d. 조용한 공부 분위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약이 요구됩니다. 

 음식 섭취 금지. 

 다른 학생에게 방해가 되는 전자기기 사용 금지. 

e. 시험, 실험 또는 체육 시간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습실을 떠나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교사의 사전에 서명한 사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f. 필요한 책과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락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g. 도서관에 가려면 반드시 담당 자습실 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도서관에서 각 학생은 수업 

과제, 추가 연구 또는 오락 목적의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대체 교사 정책  

가끔 질병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교사가 결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 결근 교사가 

약술한 대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대체 교사를 학교에 부르게 됩니다. 학교에 오게 되는 

대체 교사는 자신의 분야에서 자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합니다. 수업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협조하면 

대체 교사는 정규 수업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비협조(예: 수업 방해, 불손 또는 불복종) 

때문에 대체 교사에 의해 수업에서 배제당하는 경우, 학교 징계 조치가 실행되게 됩니다. 

여름학교:  WHS 성공 캠프  

WHS 성공 캠프(Camp for Success)에는 학점 회복 기회, 수학/국어/과학/사회 프리-티칭(Pre-

teaching) 기회, SAT/ACT 테스트 준비 및 에세이 쓰기 기회가 포함됩니다. 

 

위사이콘 고등학교는 여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학년도 중에 있을 수 있는, 최대 두 

과목에서의 낙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WHS는 대부분의 여름학교 수업을 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은 고등학교 수업에 참가하지만, 과정을 사전에 신청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접속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점이 부족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제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과목(국어, 수학, 과학, 사회)을 회복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여름학교 자격을 얻으려면 학생은 반드시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했고, 교사의 회복 기회를 활용했고, 

최소 50%의 최종 등급을 받았어야 합니다. 최종 등급이 50% 미만인 학생은 해당 과목을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학생이 수업에 출석하지 못했고 참가하지 못했다면 해당 학생을 행정실이 여름학교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여름학교 출석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교장이 내립니다. 

 

학년도 기간 동안 핵심 과목 중 하나에서 통과 점수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학점 회복 코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여름 동안 학점 회복 코스(1개 또는 2개)를 수료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집니다. 

핵심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 역사, 수학 및 사회. 학점 회복 코스는 Montgomery County 

Intermediate Unit (MCIU)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은 WHS에 출석하여 

위사이콘 교사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학점 회복 수업에는 비용이 부과되며 가족은 해당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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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해야 합니다. 비용과 관련된 특정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상담사와 상의하십시오. 이러한 

수업의 비용은 MCIU 가격 책정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업 준비 과정은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가족들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아직 이수하지 않은 과목 중 다음 학년도에 수강할 과목에 대비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교사는 개념/기술을 검토하고 학생이 수업에서 보게 될 자료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SAT/ACT 준비 과정은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본 과정은 SAT 또는 ACT 시험에 대비하는 

수업입니다. 

 

*참고- 모든 여름 프로그램은 학생의 필요, 예산 및 직원 충원 가용성에 따라 매년 변경됩니다.   

 

번역 및 통역 서비스 

위사이콘 학군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가정도 학교 및 학군과 의사소통을 주고받으며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각 가정의 의사소통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서면으로 된 문서의 번역과 구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입학 등록 시 학부모/보호자께서 작성하신 가정 및 언어 조사서를 토대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문서의 번역본이나 학교 관련 회의 혹은 대화의 진행을 위한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신 

학부모/보호자께서는 자녀의 주 사무실 직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학군이 이러한 서비스를 

진행하는 절차는 학군의 웹사이트(wsdweb.org)에서 PARENTS(학부모) 탭의 Translation 

Library(통역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전환자 및 포괄적 성별 학생 

모든 학생을 위하여 안전하고 포용성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위사이콘 

학군은 이사회 정책 번호 261 차별 금지 - 성전환자 및 포괄적 성별 학생을 채택하였습니다. 정책을 

전부 보시려면 이사회 정책 #261 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wsdweb.org/school-board/board-policies/200-students 

 

방문자 

 

1. 전에 HS 에 다녔던 학생은 수업 시간에 방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모든 방문자는 운전면허증 및/또는 주 발행 ID 를 제시하여 확인받은 후 학교에 들어가야 

합니다. 

3. 모든 방문자는 반드시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방문자가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방문자는 반드시 방문자 배지를 달아야 합니다. 

5. 가능한 경우, 하루 전에 방문자 성명을 주 사무실에 제출하십시오. 

6. 방문자는 반드시 항상 호위를 받아야 합니다. 방문자는 학생과 단독으로 남겨지면 안 됩니다. 

7. 이전의 학생 및 방문하러 오는 사람은 수업 시간이 끝난 후에만 방문할 수 있으며, 반드시 

도착 전에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통지했어야 합니다. 

http://wsdweb.org/
http://www.wsdweb.org/school-board/board-policies/200-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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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방법 

위사이콘 학군 커뮤니케이션 수단 
 

 
위사이콘 학군은 학부모님들과 커뮤니티 구성원분들께서 문자, 이메일, 전화, 웹, 모바일 앱 등 원하는 방법을 통해 최신 

소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식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군의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소셜 미디어, 다양한 전자 

간행물을 통해 학교, 직원, 학생, 프로그램, 행사 및 학교 자원에 대한 소식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SD 홈페이지: www.wsdweb.org 

 

수단 커뮤니케이션의 종류 및 활용법 

Infinite Campus 
(연락처 정보 필요) 

효과적이고 재빠르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께서 Infinite Campus 포탈에 등록된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최신 것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외에 Infinite Campus 에 기재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학생 일정, 종합 교과 성적/학기 성적(성적표), 출석, 건강 기록, 

징계, 벌금. Infinite Campus 사용 설명서를 읽으세요 

스쿨 

메신저(School 

Messenger 

SchoolMessenger 는 (날씨 관련 혹은 기타) 긴급 정보, 학교 뉴스, 학생과 직원의 성취, 예정 행사, WSD 가족 

및 기타 학군/학교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을 알리는 데 사용되는 학군의 통지 

소프트웨어입니다. Infinite Campus 에 입력되는 가족 연락망 정보는 SchoolMessenger 에 자동 업로드되므로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해 e-뉴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WSD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든지 중요 정보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위사이콘 학군의 무료 

모바일 앱을 찾아 애플 기기나 안드로이드 기기에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학교 일정 

 체육 일정 

 점심 메뉴 

 Infinite Campus, Schoology, MySchoolBucks 접속 

 WSD 직원 명부 

 중요 뉴스와 통지 

 

비디오 강의: WSD 모바일 앱 소개 

앱의 기능에 대해 알아봅시다  

https://www.wsdweb.org/departments/technology/sapphire-community-web-portal
http://www.wsdweb.org/cf_media/index.cfm?obj=3587
https://www.wsdweb.org/uploaded/schools/District/Administration/Communications/Comm_Tools/Mobile_App_Promo.pdf?153425023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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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및 일정 알림 

 

WSD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개별 학교 소식과 행사 일정을 받아볼 수 있도록 이메일 및/또는 문자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학군 및 학교의 뉴스와 행사별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wsdweb.org/departments/communications 에 접속하여 다음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시청: 새 알림 신청하기.  

알림 설정 방법은 여기를 클릭해서 확인.  

알림 해제 방법은 여기를 클릭해서 확인. 

소셜 미디어  

  

WSD 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는 가족과 커뮤니티에게 학교의 최신 뉴스를 전달할 뿐 아니라 학생, 직원, 학교 

커뮤니티가 서로 연결될 수 있고 사진과 비디오, 성취 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페이스북 - http://facebook.com/wissahickonschooldistrict 트위터 

 - District/School News @WissahickonSD 

교육감 Jim Crisfield @WSDSuper 

위사이콘 고등학교 상담실: @wisscounselors 

많은 WSD 교사들을 트위터에 만날 수 있습니다 -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지 핸들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Instagram - @WissahickonSchoolDistrict 

YouTube - YouTube 채널에서 보십시오 (YouTube Channel 을 구독하는 방법을 읽어보십시오) 

해시태그 검색 

#WissLearns (학급/학습 하이라이트) 

#WissCares (커뮤니티 서비스/인성교육) 

#WissPride (직원, 학생, 학교 성취) 

#WissNation (운동 및 학군 전체 뉴스 & 성취) 

 

위사이콘 

텔레비전(WTV) 

 

위사이콘 텔레비전(WTV)은 위사이콘 고등학교, 중학교 TV 프로그램, 학군 커뮤니케이션실의 합작품입니다. 

프로그램에는 학교 이사회 모임, 스포츠 업데이트 및 기타 중요한 행사가 포함됩니다. WTV 는 Comcast 의 

채널 28 번과 Verizon 의 채널 41 번에서 방영됩니다. 저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습니다. 

주문형 채널을 시청하시거나 프로그램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Kristen Rawlings 

학교와 커뮤니티 정보 코디네이터 

215-619-8000, ext. 1625 

krawlings@wsdweb.org 

 

 
  

http://www.wsdweb.org/departments/communications
http://www.wsdweb.org/cf_media/index.cfm?obj=3588
https://www.wsdweb.org/uploaded/schools/District/Administration/Communications/Comm_Tools/Setting_Up_Alerts.pdf
https://www.wsdweb.org/uploaded/schools/District/Administration/Communications/Comm_Tools/Subscribe_to_Calendar_and_News_Alerts_2017.pdf
https://www.wsdweb.org/uploaded/schools/District/Administration/Communications/Comm_Tools/Unsubscribe_alerts_instructions_WSD_Calendars.pdf
http://facebook.com/wissahickonschooldistrict
http://www.twitter.com/wissahickonsd
http://www.twitter.com/wsdsuper
https://twitter.com/WissCounselors
https://www.instagram.com/wissahickonschooldistrict/
https://www.youtube.com/channel/UCdTjt515D5sGshPd5jQXPmw
http://wissahickon.redesign.finalsite.com/uploaded/schools/District/Administration/Communications/Comm_Tools/How_to_Subscribe_to_a_YouTube_Channel.pdf
https://www.wsdweb.org/fs/pages/392
mailto:krawlings@wsd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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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IX 및 차별 금지 정보 

위사이콘 학교 이사회는 모든 학생이 인종, 피부색, 연령, 신조,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조상, 출신 

국가, 결혼 여부, 임신 또는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없이 학교에서 또는 학교를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 및 

활동을 통해 최대의 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본 학군의 정책으로 선언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성에 근거한 불법적인 차별의 한 형태인 성희롱을 금지하는 타이틀 IX 에 따라 연방 법률 및 

규정의 준수를 본 학군의 정책으로 선언합니다. 이러한 차별은 본 정책 전체에서 타이틀 IX 성희롱으로 

언급됩니다. 학군에 타이틀 IX 를 적용하는 것에 관한 문의는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미국 교육부의 민권 담당 

부총무관에게, 또는 둘 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자신 또는 타인이 차별을 받았다고 믿는 학생 및 제 3 자가 학교 교장에게 그러한 사건을 즉시 

보고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는 관련 사건의 일부 요소가 학교 운동장, 학교 활동 또는 학교 교통수단에서 

발생했거나 비롯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된 피해자나 차별 대상이 아니지만 모욕적인 행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차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부모/보호자 또는 본 정책을 위반할 수 있는 행동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즉시 교장에게 문제를 

보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학생이 본 정책의 위반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고 의심하거나 통보를 받은 학교 직원은 즉시 교장에게 사건을 

보고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적인 경찰 보고 또는 아동 보호 서비스국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 교실 및/또는 고용 관행에서의 차별 금지에 관한 불만 또는 질문은 학군의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Danielle D. Hey, 인사 담당 이사  

위사이콘 학군 행정실  

601 Knight Road, Ambler, PA 19002  

215-619-8000 내선 1215  

dhey@wsdweb.org  

추가 정보 및 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사회 정책 103 학교 및 교실에서의 차별 금지 및 이사회 정책 104 

고용 관행에서의 차별 금지 를 참조하십시오.     

 

 

mailto:dhey@wsdweb.org
https://www.wsdweb.org/fs/pages/162
https://www.wsdweb.org/fs/pages/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