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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건강 및 안전 계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특정 정보: 몽고메리 카운티 보건부는 학생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징후 및 증상 때문에 학교를 결석 및 복귀할
때와 관련된 WSD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지침은 보건부의 재량에

따라 업데이트되므로, 최신 정보는 학교 간호사에게 문의하거나 학군
웹사이트 https://www.wsdweb.org/2021-22/covid19-updates

에서

추가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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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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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S 빠른 연락 정보
Wissahickon Middle School
500 Houston Road
Ambler, PA 19002-3597
주 사무실
교장
7 학년 담당
6 학년 및 8 학년 담당
간호사
학생 결석 보고
상담사 서비스

(215) 619-8110, 내선 7021
(215) 619-8110, 내선 7009
교감 (215) 619-8110, 내선 7020
교감 (215) 619-8110, 내선 7022
(215) 619-8110, 내선 7050
(215) 619-8110, 내선 7099
(215) 619-8110, 내선 7030

밴드 룸
버스 차고
위사이콘 학군 웹사이트

(215) 619-8110, 내선 7170
(215) 619-8114
www.wsdweb.org
WMS 팀 명칭

학년:
6

팀
Cavaliers(기사)
Griffins(그리핀)
Hawks(매)
Mustangs(야생마)
Titan(타이탄)

명칭
CA
학년
HA
MU
TI

7

Dragons(용)
Garnet(가넷)
Owls(올빼미)

DR
GA
OW

8

Patriots(패트리어트) PA
Pioneers(파이오니어) PI
Pride(프라이드)
PR

날씨/긴급 통지
악천후 또는 기타 긴급 상황의 경우, 당 학군의 웹사이트, 페이스북/트위터 페이지 또는 TV
방송국의 자막 뉴스, WCAU 채널 10, WPVI-TV6 Action 뉴스, Fox 29 뉴스 및 위사이콘
텔레비전(컴캐스트 채널 28 및 버라이존 채널 41)을 보시기 바랍니다.
휴교/지연 정보를 담은 스쿨 메신저 콜이 학군에서 모든 가정에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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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연락처 찾아보기
활동 버스

운송 215-619-8114

운동

내선 7014

출석

내선 7008

밴드 디렉터

내선 7170

버스 규율 문제

학년 행정관

버스 정보

운송 215-619-8114

버스 지연

운송 215-619-8114

주소 변경, 이전, 철회

학교 상담사 내선 7030

학과 병행 활동

코치, 운동 디렉터 7014

방과 후 대기 조치

학년 행정관

규율 문제 목격

교사, 상담사, 교감

무료 또는 할인 점심 프로그램

교장

등급 또는 강의에 관한 질문

교사, 상담사

건강/응급조치

내선 7050

도서관

사서

락커 문제

홈룸 교사, 교감

교내 분실물

교사, 사무실, 분실물 보관소

버스 내 분실물

버스 기사

마이 스쿨 벅스(My School Bucks)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체육 불참계

체육 교사

문제/학습 조언

상담사 서비스

휴교

스쿨 메신저(School Messenger)

스포츠 일정 링크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웹사이트

www.wsdweb.org

아침에 가야할 곳

6 학년 카페테리아, 7 학년 체육관 #1, 8 학년 체육관 #2

WIN 팀

학교 상담사, 교사, 행정관
활동 버스 일정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5:25
오후 4:25
오후 5:25
오후 4:25
오후 5:25
버스 4 대만 운행
정류장은 오전 운행 및 오후 운행이 같지 않습니다
버스는 건물의 워터 타워 쪽에서 대기합니다
버스 정류장은 워터 타워 쪽 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버스인지 확신이 없으면 대기 중인 첫 번째 버스 기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버스 운송
215-619-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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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에 대한 WMS 대응
위사이콘 중학교의 왕따 정의:
왕따 - 다른 학생 또는 학생들을 향한 의도적인 전자, 서면, 구두 또는 신체 행동 또는 일련의
행동으로 학교 안에서 그리고/또는 학교 밖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심각하고 지속적이고 만연하는
것으로서, 학생 교육에 대한 상당한 방해, 위협적인 환경 조성, 학교의 운영 질서에 대한 상당한
방해를 유발합니다. 이사회 정책 번호 249.1 따돌림/사이버 따돌림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학교에 왕따 혐의가 통보되면, WSD 행정관은 왕따 보고서 및 조사 양식을 사용하여 혐의를
기록하게 됩니다. 보고서 및 조사 양식의 목적은 보고된 행동을 기록하여 왕따 행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조사와 그 결과 및 사후 연락을 문서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이버 왕따 맹세”
본인은 사이버 왕따에 맞설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기술을 다른 사람에 상처를 주는 무기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사이버 왕따를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돕고,
외톨이가 된 학생을 포용할 것입니다.
본인은 다른 사람의 왕따를 지켜만 보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본인은 사이버 왕따를 의연히 보고할 것입니다.
본인은 문제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편에 서겠다는 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사이버 왕따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줄 것을 맹세합니다.

SAFE 2 SAY(안전하게 말하는 방법
Safe2Say Something(중요한 것을 안전하게 말하는 방법)은 펜실베이니아 검찰총장실이 운영하는
청소년 폭력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동 프로그램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개인으로부터의 경고 신호(특히 소셜 미디어 내에서)를 인식하고 너무 늦기 전에 “무엇인가를
말하는” 방법을 청소년과 성인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Safe2Say Something 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사항을 보고하여 폭력 및 비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쉬우면서도 비밀스럽게
진행됩니다.
아래에 운영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Safe2SaySomething 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의 정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위기 센터는 모든 제출을 검토, 평가, 처리합니다.
위기 센터는 모든 제출을 학교 행정실 및/또는 법집행 기관에 보내 개입하도록 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기 센터는 앱을 통하여 익명으로 정보 제공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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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이콘 중학교
비전 선언서
위사이콘 중학교는 학생과 직원이 지속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위사이콘 중학교 커뮤니티를 특별한 장소로 만들
수 있는 다양성을 포용하고, 자신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개인적인
책임감을 받아들이겠다고 맹세하는,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위사이콘 중학교 커뮤니티는 여기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한다.

WSD 운동 프로그램
미션 선언서
위사이콘 운동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교육 경험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운동에서 우수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필드에서
그리고 필드 밖에서 최고의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었다.
위사이콘에서의 운동 체험은 학생, 직원, 동창 및 커뮤니티 내에 기상과
긍지를 조성함으로써 각 참가자에게 평생 다양성, 팀워크, 인내심 및
탁월성에 대한 감사를 심어 주기 위해 노력한다. 학생 운동선수의 신체적
및 정서적 건강을 위해 전념하는 고도의 지식을 갖춘 코치의 지원을 받아
동 프로그램은 훌륭한 스포츠맨십, 윤리, 개성 및 책임감을 포용하며
우수하고, 기여하고, 리드하기 위해 준비가 된 “챔피언 커뮤니티 형성”에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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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sahickon School District

교육 탁월성에 대한 약속
우리의 비전
“격려, 참여, 탁월”
참여하고 완전한 잠재력을 향하여 앞서갈 수 있도록
학생을 격려하는 배움의 커뮤니티

우리의 미션
풍부한 다양성을 가지고 학업적인 우수성과 인격 발달에 힘쓰는 교육 커뮤니티인 위사이콘 학군의
사명은 각각의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더 큰 커뮤니티에 최대한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가치
우리는 우리의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개성이 있는 사람
지식을 갖춘 커뮤니티의 일원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
협력자
혁신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시민 의식이 있는 시민
자각하는 개인
기회균등
위사이콘 학군의 정책은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 및 고용 관행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생과 직원
및 기타 사람은 인종, 피부색, 종교, 나이, 성별, 출신 국가, 장애 등을 이유로 학군의 프로그램에서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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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표 - 1, 6 일차

수업 시간표 - 2, 3, 4, 5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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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 늦게 도착 - 날씨 긴급상황
1 피리어드

9:35 – 10:04

2 피리어드

10:07 – 10:36

홈룸

10:39-10:46

5; 5/6 피리어드
(5 번째 피리어드 점심)

10:49 – 11:18

6/7; 7; 7/8 피리어드

11:21 – 11:50

(7 번째 피리어드 점심)
8/9; 9 피리어드
(9 번째 피리어드 점심)

11:53 – 12:22

3 피리어드

12:25 – 12:54

4 피리어드

12:57 – 1:25

10 피리어드

1:27 – 1:56

11 피리어드

1:59 – 2:25

2 시간 늦은 시간표에는 조회 피리어드가 없음

WMS 하교일
2021-2022 학년도
오전 11 시
2021 년 11 월 22 일, 23 일 및 24 일
2022 년 3 월 16 일, 17 일 및 18 일
2022 년 6 월 13 일, 14 일 및 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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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이콘 중학교
교육과정
학년
통합 언어
수학
사회
과학
외국어 오리엔테이션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및 일본어)

예술(미술 및 음악)
기술 교육/가족
및 소비자 과학
체육
건강
필요에 따라 읽기 및 수학 지원
학년

통합 언어
수학
사회
과학
외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및 일본어) 또는
공부 기술

예술(미술 및 음악)
기술 교육/가족
및 소비자 과학
체육
건강
필요에 따라 읽기 및 수학 지원

학년
통합 언어
수학
사회
과학
외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및 일본어) 또는
공부 기술

예술(미술 및 음악)
기술 교육/가족
및 소비자 과학
체육
건강
필요에 따라 읽기 및 수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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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병행 및 과외 활동

활동

학년

지도교사

날짜

기준

방과 후 스포츠

6

Ms. Rosa-Bian

봄가을

8 주 세션, 화요일과 목요일 중 선택

미술 클럽

6,7,8

Mr. Bean

방과 후

관심 있는 모든 학생

밴드(콘서트)

6,7,8

Mr. Hill, Mr.

일중

악기를 배우려 하거나 이미 연주하고

Eppley
밴드(행진)

6,7,8

Mr. Hill

있는 학생. 밴드 연습에 참가하고 의무
콘서트에 참가.
방과 후

악기를 배우려 하거나 이미 연주하고
있는 학생. 밴드 연습에 참가하고 의무
콘서트에 참가.

야구

7,8

Mr. Houghton

농구(남)

7,8

Mr. Ebert,

봄

자격 정책 및 테스트

겨울

자격 정책 및 테스트

겨울

자격 정책 및 테스트

방과 후

재즈 상급 - 오디션을 통하여 선발된

Mr. Ebert
Mr. Schill
농구(여)

7,8

Mrs. Leslie,
Mrs. Kleiman

블랙 도그(Black Dog)

6,7,8

Mr. Hill

밴드

학생

블루스 도그(Blues Dog)
밴드

6,7,8

Mr. Hill

방과 후

위 밴드에 소속되어 있으며 재즈
연주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 누구나

보이즈 후 코드(Boys

6,7,8

Ms. Groark

방과 후

관심 있는 모든 학생

치어리딩

7,8

Mrs. Reed

가을/겨울
방과 후

자격 정책 및 테스트

합창단

6

일중

노래를 부르고 싶어하는 학생 모두 -

Who Code

Mrs. Brown

밴드 또는 현악기 소속 학생도 가능
합창 - 전부

7,8

Mrs. Brown

일중

노래를 부르고 싶어하는 학생 모두 9 월과 1 월에만 탈퇴 및 추가

합창 - 선별

7,8

Mrs. Brown

일중

선별 합창을 위한 오디션이 열림 -

Ms. Moyer
크로스 컨트리

7,8

연극(Drama

6,7,8

밴드 또는 현악기 소속 학생도 가능

Mr. Schill
Mrs. Clauss

가을

자격 정책 및 테스트

Mrs. Brown

방과 후

모두 환영, 특히 싱어 및 댄서

Mrs. Williams
필드 하키

7,8

Mrs. Leslie,
Mrs. Brown

가을

자격 정책 및 테스트

풋볼

7,8

Mr. Ebert, Mr.

가을

자격 정책 및 테스트

방과 후

관심 있는 모든 학생

Evers,
Mr. Bean, 미정
걸즈 후 코드(Girls Who

6,7,8

Ms. Groark

6,7,8

Ms. Ronka

Code
홈워크 클럽

방과 후

숙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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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 Fiorito
인터액트 클럽

6,7,8

Ms. Duke

방과 후

관심 있는 모든 학생

라크로스(남)

7,8

Mr. Crofton,

봄

자격 정책 및 테스트

봄

자격 정책 및 테스트

방과 후

학교 잡지용 기사 작성

Mr. Evers
라크로스(여)

7,8

Mrs. Bellanzoni,
Ms. Lowenstein

문학 잡지

6,7,8

Mr. Towarnicki

MathCounts

6,7,8

Mr. Deckebach

년중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학생 모두

다문화 클럽

6,7,8

Mrs. Rawley

방과 후

작문, 사진, 그래픽 디자인 및
레이아웃에 대한 관심

과학 클럽

6,7,8

축구(남)

7,8

Mr. Hentschel
Ms. Ford

방과 후

관심 있는 모든 학생

Mr. White

가을

자격 정책 및 테스트

가을

자격 정책 및 테스트

봄

자격 정책 및 테스트

Mr. Johnston
축구(여)

7,8

소프트볼

7,8

Mr. Lacon
Ms. Lowenstein
Ms. Oskie
Mrs. Baker

현악부

6,7,8

Ms. Gibson

학교 시간
중

현악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

학생위원회

6,7,8

Ms. Mehler

학교 시간

전 학생이 선출한 간부 및 대표

중
테니스(남)

7,8

추후 결정

봄

자격 정책 및 테스트

테니스(여)

7,8

추후 결정

가을

자격 정책 및 테스트

트랙(남)

7,8

추후 결정

봄

자격 정책 및 테스트

봄

자격 정책 및 테스트

추후 결정
트랙(여)

7,8

Mr. Schill
Mr. Bean

트래블 스트링스(Travel

6,7,8

Ms. Gibson

방과 후

TV 클럽

6

추후 결정

방과 후

모든 관심 있는 6 학년 학생

우쿨렐레(Ukulele) 클럽

6,7,8

Ms. Duke

방과 후

관심 있는 모든 학생

배구

7,8

추후 결정
추후 결정

가을

자격 정책 및 테스트

WISS Pals

6, 7, 8

Mrs. Miller,

방과 후

관심 있는 모든 학생

Strings

Mrs. Stover
레슬링

7,8

Mr. Reimel
Mr. Palagruto

겨울

자격 정책 및 테스트

연감

6,7,8

Mr. Thompson

학교 시간

초대하여 선발한 학생

중

학생들은 다양한 스포츠 게임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이때 학부모 허가서를 지참하십시오.
학생들은 그저 서서 연습을 지켜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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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 및 절차

A

자문 기간

자문 프로그램은 성인 한 명과 소그룹의
학생들이 규칙적으로 일정을 잡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학업 지도,
동료 인정 및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중학교 자문 프로그램은 자족적인
초등학교와 독립적인 고등학교 세계
사이의 간극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주요 역할은
젊은이들이 조기 청소년 격동기를
헤쳐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운동 및 활동
위사이콘 중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학과
병행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7학년 및 8학년 학생은
다음과 같은 스포츠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가을 - 치어리딩, 크로스 컨트리, 필드
하키, 풋볼, 축구, 테니스(여), 배구
겨울 - 농구, 레슬링
봄 - 야구, 라크로스, 소프트볼,
테니스(남), 트랙 및 필드
학과 병행 활동 행동 강령
위사이콘 중학교에서 학과 병행 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특전입니다. 이러한 특전을
통해 학생 운동선수들이 학업 및 행동
모두에서 우수하리라 기대합니다.
운동팀이나 클럽에서 위사이콘 중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은

자신, 팀 및 학교를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운동팀이나 클럽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교사, 코치 및 어드바이저의 높은 기대를
고려할 때 추가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과제, 시간, 신체 관리,
스포츠맨십 등). 학교 내에서든 밖에서든,
정학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운동팀에 참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WMS 학과 병행 활동에
참가하려면 학생은 반드시 WSD 학과
병행 활동 행동 강령(54-55 페이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 팀/클럽의
코치/어드바이저는 추가 규칙 및 절차를
마련하고, 팀원들이 이러한 규칙 및 절차를
따를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치/어드바이저는 또한 이러한 규칙이나
절차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원정 게임 주소
Abington Jr. High
2056 Susquehanna Road
Abington, PA 19001
Cedarbrook Middle School
300 Longfellow Road
Wyncote, PA 19050
Colonial Middle School
716 Belvoir Road
Plymouth Meeting, PA 19462
Jenkintown Jr. High
325 Highland Ave (West & Highland)
Jenkintown, PA 19046
Keith Valley Middle School
227 Meetinghouse Road
Horsham, PA 1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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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Moreland Middle School
2551 Murray Ave
Huntingdon Valley, PA
Sandy Run Middle School
520 Twining Road
Dresher, PA 19002
Springfield Middle School
1901 E Paper Mill Rd
Oreland, PA 19075
Enfield Elementary (야구)
1118 Church Road
Oreland, PA 19075
Spring-Ford Sr. High School
350 S Lewis Road
Royersford, PA 19468
Spring-Ford Middle School
400 South Lewis Road
Royersford, PA 19468
Upper Merion Middle School
450 Keebler Road
King of Prussia, PA 19406
Upper Moreland Middle School
4000 Orangeman’s Road
Hatboro, PA 19040
학과 병행 활동을 위한 출석 및 성적 자격
학생은 반드시 학과 병행 활동 참가는
특전이고, 수업이 먼저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WMS 학과 병행 활동에 참가
자격을 갖추려면, 학생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출석 및 성적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석 요건:

1. 학생은 그날 연습이나 시합에 참가할
자격을 갖추려면 반드시 오전
8 시 30 분 이전에 등교해야 합니다.
2. 아파서 결석하거나 조퇴하는 학생은
그날 연습이나 시합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병원이나 치과 진료 예약은 반드시
학교에 돌아오는 즉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그날 연습이나 시합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성적 요건:
1. 모든 학생은 이전 학기 동안 반드시
최소 네 과목에서 완전한 학점을
받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전 학기 동안
학생의 성적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다음 학기의
최소 십오(15) 일 동안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2. 어떤 과목에서든 D 및 F, 또는 그 이하
등급을 받은 학생은 성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주가 주어집니다. 그후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때마다 한 주
동안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3. 교사는 목요일 업무종료까지 자격
정보를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성적 자격은 금요일마다 검토됩니다.
운동팀 구성:
운동 디렉터 및 코치는 안전성, 시설 및
장비 이용 가능성, 감독의 적절성을 기초로
팀의 선수 명단 규모를 결정합니다.
코치는 선수에게 가능한 한 빨리 회의를
통해 테스트 정책의 시행 여부를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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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테스트 정책은 초기 등록 규모 및
위에 언급한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학생은 가능한 한 조기 회의를 통해 선수단
배정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통보
받게 됩니다. 기준에는 기본적인 기술과
조정력 테스트, 정기적인 그리고 신속한
출석, 특정한 스포츠와 관련된 기술 평가,
지시사항을 따르고 코치의 지침에 충분히
협조하려는 학생의 능력 시현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선수단원의 게임에 7 학년 및 8 학년
참가 여부는 게임 규칙 자체의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코치는 선수단원과 함께 게임
중에 교체 요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PIAA 및 WMS 스포츠 양식
팀 테스트를 받을 모든 학생은 PIAA 양식
섹션 1 에서 6 까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섹션 6 은 반드시 학생의 참가 전
종합 초기 신체 평가서(CIPPE)를 담당하는
인가 받은 의료 검사원이 작성하여 서명을
받은 다음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섹션 6
CIPPE 는 6 월 1 일 전에는 승인 받을 수
없으며, 학년도 중 언제 실시되는지에
상관없이 다음 5 월 31 일까지 유효합니다.
모든 학생은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보호자가 서명한 WMS 운동 자격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PIAA 섹션 1-6 이 한 스포츠 시즌에
대하여 작성되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스포츠 시즌 스포츠를 위하여
테스트하려는 학생은 반드시 각 시즌 연습
첫날로부터 그 전 6 주 사이에 섹션 7 을
작성해야 합니다. 보충 건강 이력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 반드시 면허가 있는

의사 또는 접골사의 섹션 8 재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A

운동 및 의료 문제에 관한 주 법률

주는 운동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의료 문제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즉, 뇌진탕 및 뇌진탕
관리와 갑작스러운 심정지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문제는 모든 학군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목적에 사용하게 될 방법을
평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문제점에 관하여 코치, 학부모 및
학생 운동선수를 교육
 코치가 징후를 인지하고 다시
경기에 투입하는 절차에 관한
훈련을 받았음을 증명
 다음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춤:
 학부모에게 우려사항 통지
 운동선수를 의사에 보내 평가하고
복귀해도 좋다는 허가 받기
 운동선수가 복귀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절차 마련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정보, 회의
및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PIAA 종합
신체검사 양식이 뇌진탕에 관한 완벽한
섹션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A

운동 뇌진탕 및/또는 외상성 뇌 부상

7 학년부터 운동에 참가하고 있거나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 운동선수는
남녀를 불문하고 학군이 지정한 최초 기본
컴퓨터 뇌인지 평가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이 테스트는 뇌진탕 및/또는
외상성 뇌 부상을 당한 후 운동선수가
경기에 복귀할 수 있는지 능력을 알아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팀 의사 또는
적절한 의료전문가가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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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에 참가하고 있거나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남녀 학생,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생이 각 학년도에, 운동에
참가하기 전에, 뇌진탕 및 외상성 뇌 부상
정보지(PIAA 양식 섹션 3)를 수령하여
검토했다는 확인서를 학생의 학교로
반송해야 합니다.
이사회 정책 #123

A

출석 정책 및 절차

정책
결석이 정당화될 만한 긴급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학교가 열리는 모든 날짜와 시간에
학생은 출석해야 합니다. 펜실베이니아
법률은 취학 연령 자녀를 통제하거나
책임진 모든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의무
출석 요건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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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결석
 무단 결석에는 무단 결석, 채용,
늦잠, 학교 버스 놓침, 애기 돌보기,
친척 방문, 가사 노동, 오락 활동,
쇼핑, 학교 과제를 하기 위한 가정
체류가 포함됩니다.
 무단 결석한 학생은 빠진 시간을
보충하여야 하고 빠진 공부에
대해서는 학점을 받지 못합니다.
 불법 결석/무단 결석을 세(3) 번
이상 하면 학군의 가정 및 학교
방문자(School District’s Home
and School Visitor)에 회부되어



불법 결석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십(10) 일을 초과하는 결석은 추가
결석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로 인한
결석
학년도 기간 중에 격리를 해야 하는 학생은
학부모가 학교에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유 보고’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WMS 는








학교에 결석하는 학생은 “무단”
결석으로 표시됩니다.
가족이 결석을 설명하는 서면
사유서를 제공할 때까지 무단
결석으로 유지됩니다.
서면 결석계는 반드시 학생이
결석한 날로부터 첫 삼(3) 일 내에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첫 삼(3) 일 내에 서면 출석계를
제출하지 못하면 “무단” 결석이
“불법 결석”으로 바뀌고 무단
결석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업(일반적인

수업이나

가상

수업)에

결석한 학생을 ‘등록’ 학생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출석 관리실은 가정 및 학교 방문자, 학교
간호사 및 학교 상담사와 협력하여 지나친
결석을 조사하게 됩니다. 질병에 의한 결석
연장 및 만성적인 건강 문제로 인한 잦은
결석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서가
요구됩니다. 이는 해당 학생과 학교의 다른
학생들 및 직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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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보호자 및 학생은 다음 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석 당일 215-619-8110 x
7008 번으로 출석 관리실에 결석을
통보하기 위한 전화를 하십시오.
 질병이나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지각 사유를 설명하는 사유서를
제출하십시오.
 학생이 학교로 돌아온 후 3 일 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십시오.
 질병이나 수술로 인하여 결석이
길어지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십시오.


모든 진단서 및 사유서는 출석
관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석계 양식은 WMS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출석을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WMS 는 다음
사항을 실시할 것입니다.
 학생이 결석하거나 지각하는 경우





가정에 자동 전화 걸기.
결석을 정리하기 위하여 결석계를
가져오도록 학생에게 상기시키는
자동 전화 걸기.
학생이 총 5, 8 또는 10 일 결석하는
경우 가정에 경고 서한 보내기.
학생이 3 일 후까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경고 서한
보내기.

조퇴


가정의 학부모/보호자는 반드시
조퇴 사유서를 보내야 합니다.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의 진단서
또는 약속 카드가 필요합니다.






병원이나 치과 진료 예약 또는 기타
긴급상황 때문에 조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학생은 반드시 첫째
피리어드(Period) 전에 가정의
메모를 가지고 출석 관리실에
보고하고 조퇴증을 받아야 합니다.
조퇴증은 반드시 하교 전에 출석
관리실에 반환해야 합니다.
방과 후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학생은 반드시 오전 8 시 30 분까지
등교하여야 합니다.

보충 지침
 학생은 빠진 날 하루 당 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이틀이
주어집니다.
 시험 보충을 위한 3 일 - 학생이
보충해야 할 시험이나 퀴즈가 둘
이상인 경우 하루에 최고 두 번만
시험을 치릅니다.
가족 여행으로 의한 결석
자녀를 교육적인 가족 여행에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 학부모는 사전 승인
요청서를 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여행 2 주 전에 제출하여 적절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요청서가 검토 및
처리되면, 교장은 요청 승인 또는 거절을
표시한 양식의 사본을 송부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후원하지 않는 여행은 한
학년도에 5 일로 제한됩니다. 또한, 학교가
후원하지 않는 여행은 표준화된 시험일
중에는 사유가 인정되는 결석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학년도 중에
학부모/보호자의 사유서에 의하여 확인된
최대 10 일의 합법적인 누적 결석이
허용됩니다. 가족 여행으로 인한 결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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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누적 결석일 10 일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학생은 빠진 수업을 보충할 수 있는 약속을
자신의 교사와 할 책임이 있습니다. PSSA
시험 동안에는 가족 여행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

상

최우수(Distinguished Honor) 명부 및
우등(Honor) 명부
각 학년 말에 학생은 최우수 및 우등
명부를 통하여 성적을 인정받습니다.
주요 과목 분야에서 하나 이하의 B 를,
특별 분야 과목에서 모두 S 또는 O 를,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A 를 받은 학생은
최우수 명부에 이름이 등재됩니다.
주요 과목 분야에서 최소 하나의 A 를,
특별 분야 과목에서 S 또는 O 를,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B 를 받은 학생은 우등
명부에 이름이 등재됩니다.
이달의 학생
각 팀은 이달의 학생 두 명을 지명합니다.
각 팀원이 제시하는 학생과 다른 부서에서
추천한 학생 중에서 합의하여 선정합니다.
선정된 학생은 지난 달 또는 지난 몇달
동안 행동 또는 학업 분야에서 건전하게
개인적인 성장을 잘 보여주었거나 친절한
행동 또는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훌륭한
학교 시민정신을 잘 보여준 학생이 됩니다.
WMS 학생의 성취를 더 잘 인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매달 이달의 학생 2 명과
이달의 운동선수 2 명을
발표합니다. 계속해서 과거에 했던
것처럼 팀이 지명한 이달의 학생에 영예를

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팀이 선발한
목록에서 교사들은 “이달의 학생”
게시판에 잘 보이도록 게시할 학생 두 명을
선발할 것입니다.
“이달의 학생” 지명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WMS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수업 준비,
적극적인 참여, 타인 돕기).
학습에 큰 관심 또는 열성을 보이고
참여한다.
학교/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인
학생이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훌륭한 성격 및/또는 시민의식을
시현한다.

“이달의 운동선수”
우리는 또한 “이달의 학생-운동선수”에
대하여 코치에게 추천을 요청합니다.
“이달의 학생-운동선수” 지명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코치, 팀 동료, 직원, 교사, 다른
학생 및 가족을 존중한다.
훌륭한 스포츠맨십, 열성 및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신보다 팀이 먼저”라는
정신자세를 보이고 팀 동료의
발전을 돕는다.
연습, 시합 및 개인적인 기술
연마에 최선을 다한다.
최고의 프로필을 지니고 있지
않거나 운동에서 최고의 재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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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지는 않으나 기술 이외에
훌륭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B

행진 밴드: 6, 7, 8 학년
콘서트 밴드: 6, 7, 8 학년
관악 합주단: 선발된 7, 8 학년 학생을 위한

밴드 프로그램

밴드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상급 콘서트 밴드
블루스 도그(Blues Dog) 재즈 밴드: 초보자
재즈 밴드 - 재즈 연주를 원하는 위 밴드 회원

모든 학생은 6 일마다 그룹 렛슨에

누구나

참가합니다. 이 렛슨은 동일한 수업주기 일(16)에 한 번씩 실시되나 해당일의 수업

블랙 도그(Black Dog) 재즈 밴드: 상급 재즈

피리어드가 교대로 바뀝니다. 주기는 같지만

밴드 - 오디션을 통하여 선발된 상급 학생

렛슨 시간 및 피리어드가 각 주기마다

질문이 있거나 시간(주야)을 내어 대규모 밴드

다릅니다. 학생은 교사에게 렛슨에 대해

프로그램을 도울 수 있는 경우 전화 주십시오.

알리고 그날 빠지게 되는 과제를 수집하여

215-619-8110 번, 내선 7170

렛슨에 참가해야 합니다. 학생이
시험/퀴즈/실험 때문에 교실에 남아야 하는
경우, 담당교사는 해당 학생을 교실에 남게

일년 내내 공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유니폼을
구입해야 합니다.

하고 렛슨 일정을 다시 잡게 됩니다. 밴드

1. 검정 또는 짙은 남색 정장 바지

리허설은 6 학년 자문 피리어드와 7 학년 및

2. 흰색 칼라 셔츠 또는 산뜻한 흰색

8 학년 공부 피리어드 동안에 실시됩니다.
밴드 리허설 때문에 수업 시간에 빠지면 안

블라우스
3. 검정 혹은 남색 양말 및 구두(스니커도

됩니다.

내 렛슨은 언제입니까?
밴드 디렉터가 날짜를 지정합니다. 렛슨은
학년도 둘째 주에 모든 학생에 대하여

가능하지만 검정 또는 남색이어야 함)
**밴드, 합창단 및 현악단은 등급이 주어지는
과목입니다.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되며 9 월과
1 월에만 탈락/증원이 이루어집니다. **

있는 밴드 원노트(OneNote)가 있는 곳에 대해

B

설명을 듣게 됩니다. 밴드 디렉터는 이

등교

일정표를 업데이트하여 항상 이번 주 및 다음

자동차와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서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자전거, 스쿠터, 롤러 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또는 호버 보드를
가져오거나 타고 등교/하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힐리스(바퀴가 달린 신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작됩니다. 학생은 렛슨 일정표를 찾아볼 수

주 렛슨을 보여주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의 렛슨은 일정 변경이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원노트 렛슨 일정에 반영됩니다.
밴드 디렉터는 중학교의 다음 음악 그룹을
감독합니다.

자전거, 스쿠터, 롤러
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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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책가방 정책

복도 안전 문제 및 교실 저장 공간을
고려하여 학생은 책을 학교로 가져오거나
가져가는 목적으로만 책가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반드시
책가방을 락커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개인
물품을 가지고 다니는 데 사용되는 지갑의
최대 크기는 10” X 10”입니다. 학생은
등에 어떠한 형태의 가방도 멜 수
없습니다. 체육복은 일회용 비닐 백에
가져오는 것이 최선입니다. 학생은 학교가
지급한 이동용 백에 컴퓨터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B

왕따

신체적으로, 구두로, 전자적으로(사이버
왕따) 또는 정서적으로 다른 학생을
위협하여 그 학생의 공부를 방해하는
불안감 및 공포감을 일으키는 학생은 왕따
방지 프로그램(Anti-Bullying Prevention
Program) 및 행동 강령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입에는 상담사 컨퍼런스,
학부모 회의 및 행정적 제재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사회 정책 #249.1

B

버스 교통편

스쿨 버스 승차 규칙:
1. 버스 기사 및 동료 학생을 존중한다.
2. 줄을 서서 버스에 승차한다. 줄에서
기다리는 동안 밀거나 힘껏 밀치지
않는다.
3. 좌석으로 곧장 간다. 버스가 출발하면
좌석을 바꾸지 않는다.

4. 버스 안으로 또는 밖으로 아무 것도
던지지 않는다.
5. 먹거나, 마시거나, 껌을 씹지 않는다.
6. 부적절한 표현(욕설)은 하지 않는다.
7. 버스에서 왕따(싸움, 밀치기 또는 힘껏
밀치기)는 금지된다.
8.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9. 버스 출발을 지연시키지 않는다. 지정된 버스에 바로 간다.
10. 버스에 승차하고 있는 동안 모든 학교
규칙이 적용된다.
11. 버스 승차는 특전이므로 좋은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 이를 철회될 수 있다.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특전입니다. 학군의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승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버스 승차 문제는 버스 기사 또는 버스
운송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교감에게 연락하십시오. 징계
규칙에 있는 버스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방과 후 개인지도, 학습 그룹, 운동 및 기타
학교 관련 행사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늦은 버스가 제공됩니다.
버스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 시
25 분에 출발합니다. 버스는 월요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5 시 25 분에
출발합니다.
학생 버스의 배정 및 경로를 임시로
변경하기를 원하는 긴급 요청은 일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될 것입니다.
성격상 “긴급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면, 가족의 급작스러운 병이나 집에
어린이를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상황은 방과 후 감독에 변경을 필요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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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반드시 1 층
교감실을 통하여 시간이 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아니면 전화로 한 다음 가능한
한 신속히 서면 확인으로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교감실은 버스 기사에게 줄 버스
패스를 학생에게 발급합니다. 모든
영구적인 버스 변경은 반드시 운송부가
승인해야 합니다. 버스 이용에 관한 질문은
운송부 전화 215-619-8114 번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

카페테리아

각 가을 학기 처음 며칠 동안 전
학생들에게 카페테리아에 관한 특별한
규칙 및 규정을 안내합니다. 학생은
카페테리아 사용 중 타인에 대하여 예의를
차리고 배려를 하는 공통적인 규칙을
따름으로써 점심을 즐거운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소음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은
감독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점심 피리어드
내내 카페테리아에 머물러야 합니다.
규칙
1. 학생은 점심 시간 중에 카페테리아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2. 학생은 음식을 떨어뜨리거나 음료수를
엎지르는 경우 이들을 치울 책임이
있다.
3. 모든 식음료는 카페테리아 밖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4. 카페테리아에서는 뛰지 않는다.
5. 음식을 던지지 않는다.
6. 식사를 마치면 마루를 포함하여 테이블
부분을 깨끗이 치운다.
7. 모든 식판은 식기 반환구에 반환한다.

8. 플라스틱 및 병은 재활용 용기에
넣는다.
9. 제때에 카페테리아에 도착하고,
입장하고 떠날 때에는 램프 및 복도의
오른쪽에 선다.
10. 점심 시간 중에는 가능한 한 앉아
있는다.
11. 카페테리아 대기 줄로부터 테이블로
직접 가야 한다.
12. 배식은 점심 시간 종료 5 분 전에
마감한다. 자리로 돌아와서 쓰레기나
자리에 남은 지저분한 것을 정리한다.
13. 책이나 랩톱을 카페테리아로 가져오지
않는다.
14. 절차를 따르지 않는 학생은 적절한
기간 동안 카페테리아에서 식사가
금지된다.
15. 카페테리아 밖, LGI 룸 옆에 있는
화장실만 사용한다. 점심 시간에는
위층으로 올라가거나 락커로 갈 수
없다.
16. 직원이 팔을 올리는 경우 즉시
이야기를 멈춘다.

C

일정

학군의 일정은 학군의 웹사이트 www.wsdweb.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학교/활동별로
관심있는 일정 정보를 자신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월별로 열람 또는 인쇄도
가능합니다.
WSD 일정/소식 알림
학교 커뮤니티는 알림을 설정하여 학군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일정 업데이트와
학군 및 학교의 구체적인 소식을 받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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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였습니다. 알림 설정에는 다음과
같은 구독 옵션이 있습니다.
행사 게시, 학군 및/또는 학교 행사의 변경
또는 알림

손상, 분실 또는 도난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운동 행사, 연기 및 취소

C

학군 및 학교의 소식 업데이트
알림 설정 단계별 안내
1) www.wsdweb.org를 방문합니다
2) WSD > District Calender(학군 일정)을
클릭합니다.
3) 노란색 알림(Alerts) 버튼을 클릭한다.
4) Register New User(신규 사용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5) 양식을 작성합니다.
6) 보고 싶고 통지를 받고 싶은 일정을
선택합니다.
7) 선택한 후 “My Subscriptions”(내
구독)을 클릭하여 받고 싶은 일정 행사를
변경합니다.
8) 학군 소식 또는 다른 학교 페이지
아래에 게시되는 소식에 대한 알림을
받으려면 “News Alerts”(소식 알림)
아래의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 이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습니다.

C

가정용 카메라

개인적인 카메라 및 비디오 사용은 학교
내에서 금지됩니다. 가정교육권 및
개인정보보호법(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FERPA)에 따른 규칙은
학부모/보호자의 허가 없이 사진 및
비디오를 포함하는 정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학교는 개인 전자 장비의

휴대폰 및 전자 기기

수업 시간에는 휴대폰 소지를
장려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 중에
휴대폰은 학생의 락커에 보관해야 합니다.
휴대폰, 아이팟, 랩톱 및 기타 전자 기기는
교실 강사가 규정한 수업 목적을 위해서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기기는 학습 환경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예: 수업 중 친구에게 메시지
보내기, 고의로 전화벨 울리기, 무단 사진
촬영 등).
학생은 학교 건물에 들어오는 즉시 모든
전자 기기를 꺼야 합니다. 여기에는
휴대폰, 아이팟, cd/dvd 플레이어, gps
기기, 또는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타
승인 받지 않은 전자 기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기는 전원을 끈 다음 락커에
보관해야 합니다. 기기를 주 사무실에
맡기기를 원하는 학생은 요청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1 차 위반 - 압수, 일과 후 반환
 2 차 위반 - 압수, 학부모가 찾아감
 3 차 위반 - 압수, 학교에 남기,
학부모에 반환

C

부정행위

학교 과제, 시험 또는 퀴즈에 있어서의
부정행위 또는 학교 과제 표절은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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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으로, 용납되지 않고 금지됩니다.
부정행위나 표절을 저지른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벌칙이 주어집니다.
1 차 위반:1 교사는 학부모에 연락하여
위반을 알리게 됩니다. 학생은 50% 학점을
받기 위해 시험을 다시 보고 과제를 다시
하게 되며, 2 차 위반하게 되면 추가
조치를 받게 된다는 점을 경고받습니다.
사고는 행정실에 통보됩니다.
2 차 위반:2 교사는 학부모에 연락하여
2 차 위반을 알리고 학생 및 학부모와
회의를 갖게 됩니다. 학생은 해당 과제에
대하여 0 점을 받게 됩니다. 학생은 3 차
위반은 해당 학기에 낙제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받게 됩니다. 행정관은 이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3 차 위반:
행정관, 교사, 학부모 및
학생 사이에 의무적으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학생은 해당 과제에 대하여
0 점을 받게 됩니다. 학생은 해당 학기에
낙제하게 되고 4 차 위반시에는 해당
과목에서 낙제하게 된다는 점에 대하여
경고받게 됩니다.
4 차 위반 4 학생은 해당 과제에 대하여
0 점을 받게 되고 해당 과목에서 낙제하게
됩니다.

C

합창단

합창단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WMS
합창단에 가입하기를 장려합니다. 7 학년
및 8 학년 선발 합창단(Select Chorus)이
있는데, 9 월과 1 월에 오디션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또한 6 학년,
7 학년 및 8 학년 전체 합창단이 있는데,
모든 학생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합창단 단원은 겨울 및 봄 콘서트는 물론

1 년 내내 교내외의 특별 프로그램에서
공연합니다. 리허설은 학교 시간 중에
열리며 일부 리허설은 방과 후에 열립니다.
학생은 9 월과
1 월에만 합창단에 기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습니다. 합창단은 등급이 주어지는
수업이고 리허설 참가는 의무적입니다.

C

휴교

조퇴, 학생의 지연 등교 또는 휴교해야 할
수 있는 악천후 또는 학교의 긴급한 상황의
경우, 학군은 커뮤니티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립니다.








다음과 같은 학교 메신저 통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정에 연락:
o 학부모 전화번호로
전화(집전화 및 휴대폰)
o 문자 메시지 발송
WSD 페이스북 및 트위터 사이트에
게시
학군의 홈페이지
www.wsdweb.org 에 메시지 게시
WTV(위사이콘 텔레비전)
컴캐스트 채널 28, 버라이존 채널
41 에 메시지 게시
텔레비전 방송국(채널 6, 10 및 29)
및 KYW 뉴스라디오에 연락

* 위에 열거한 방법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
이상 학교는 개교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메신저를 통하여 선호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받지 않는 경우, 인피니트
캠퍼스 커뮤니티 포털(Infinite Campus
Community Portal) 에서 연락 정보(전화
및 이메일)를 확인하고 업데이트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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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학교 메신저는 이 연락 정보를
사용하여 통지합니다.

C클럽
WMS가 제공하는 학과 병행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밴드(행진, 콘서트,
블루스 도그, 블랙 도그), 합창(전체 및
선발), 현악, 연극, 수학, 다문화 클럽,
문학잡지, 로보틱, 학생위원회, TV 클럽,
기술반, Wiss Pals, 연감, 인터액트 클럽,
걸즈 후 코드(Girls Who Code), 보이즈 후
코드(Boys Who Code), 6학년 방과 후
스포츠.

C커뮤니케이션
위사이콘 학군은 학부모 및 커뮤니티
회원이 학군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업데이트 및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학군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페이스북 및
트위터, 그리고 다양한 전자 공시 및
알림이 포함됩니다.
wsdweb.org/departments/communications

링크를 클릭하여 WSD 커뮤니케이션
옵션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보시고
정보를 자신에 맞는 방법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형태의 학군의 커뮤니케이션
외에도, Beth Bauer 학교장이 주간
업데이트 및 월간 뉴스레터를 전자적으로
발송합니다.

C커뮤니티 발표

모든 요청은 반드시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발표 요청 양식은
웹사이트 http://www.wsdweb.org/ourcommunity/communityannouncements/announcementrequest-form 에 있습니다.

C우려사항 검토 프로세스
학생 및/또는 학부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학교 운영 업무에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적당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우려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원과
사안을 논의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
2.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그 분야의
감독자/부서 의장(해당하는 경우)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3.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교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4.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교장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5.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6.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학군 이사회에 제기합니다.
최초 질문/연락에 대한 답변은 24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원은 오(5)
업무일 이내에 청문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C

학교 시간 중에 학생에 연락

저희는 언제든지 자녀에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WMS 직원은 수업 방해를 줄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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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합니다. 사무실 직원은 가족의 응급
상황 또는 기타 예측치 못한 상황에 관하여
학생에게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를 시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 시간에는 전화를
받을 수 없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은 학교 시간 중에
휴대폰으로 학부모에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 긴급한 상황에 발생한
경우, 학생은 학교 시간 중에 부모에
연락하려면 감독 하에 사무실 전화를

개별 교사는 교실에서의 비행에 대하여
교사에 의한 학교에 남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 관련 학교에 남기는 홀이나
카페테리아에서의 비행, 또는 학교
내에서의 주요 위반과 같이 다양한 이유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남기에는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며, 학교 과제에
참가하는 뜻 깊은 시간입니다. 학교에
남기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 시
30 분부터 4 시 25 분까지입니다. 학교에
남기 벌칙을 받는 학생은 해당 학년의

사용하여야 합니다.

교감실에서 2 시 30 분에 모여 학교에
남기를 책임진 감독자를 만나게 됩니다.

C상담사 서비스

그런 다음 학교에 남기가 실시되는 교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행정 관련 학교에 남기가
지정된 학생은 학교에 남기가 끝나면 즉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학교에 남기에
의도적으로 불참한 학생은 자동적으로
다음 이틀 동안 두 번의 학교에 남기
벌칙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두 번의
학교에 남기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모든 WMS 학생에게는 한 명의 상담사가
배정됩니다. 중학교 3 년 내내 같은
상담사가 배정됩니다. 상담사는 개인적인
상담, 위기 서비스, 중학교 학생의 발달
문제를 다루는 그룹 활동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담사는 중학교의 표준화된 시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모든 WMS
중학생의 누적 기록을 보관합니다. 학생은
상담실에 약속을 잡아서 상담사와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보호자는 요청하면 상담사와의
컨퍼런스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
6 학년 Mr. Ebert
7 학년 Mrs. Agler
8 학년 Mrs. Romano
6, 7, 8 학년 Mr. Baldassano 시스템 지원 상담사

학교 내 정학을 당하게 됩니다. 학교에
남기가 실시되는 날에 결석하게 되면
학교에 남기 벌칙은 학생이 돌아온 후 첫
번째 학교에 남기 날에 실시됩니다.

징계
31-32 페이지에 있는 일반 규칙 및 규정과
47-53 페이지에 있는 WSD 학생 징계
규칙이 적용됩니다.
복장 규정

방과 후 대기 조치
학생의 행동 및 전체적인 학교 환경은
학생의 복장 및 외모에 의하여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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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중학교 학생은 청결한, 건강한, 안전한
그리고 산뜻한 외모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 추천 사항은 교육 환경의 방해를
회피함으로써 학교에서 적절한 수업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1. 너무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학교에 입고
오면 안 됩니다. 속옷이 보이는 복장은
등교에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2. 바지는 사각 팬티, 속옷, 체육 반바지가
보이거나 또는 허리 아래에 걸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입어야 합니다.
3. 몸통이 드러나는 블라우스와 셔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투명한 복장,
몸통이 드러나거나 배꼽을 노출하는
복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느슨하거나, 어깨가 드러나는 복장은
적절한 셔츠/탑을 아래에 받쳐 입는
경우에만 입을 수 있습니다.
4. 소매가 없는 옷은 속옷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끈 없는, 뒤가 없는, 홀터 탑 및
튜브 탑은 입을 수 없습니다.
5. 모자(hats), 반다나, 스카프 및 운동용
땀 밴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6. 코트는 건물 내에서 입으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운동복 상의
또는 스웨터는 락커에 보관하십시오.
7. 학교 시간에는 항상 적절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목발을 사용하는
학생은 튼튼한 구두를 신어야 합니다.
8. 약물, 알코올, 무기 또는 불쾌한 표현을
광고하는 의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9. 다 해진, 잘린 옷이나 구멍이 난 옷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0. 선글래스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11. 인종, 신조 또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무관용을 상징하는 옷은 금지됩니다.
12. 야외 파티복은 특별한 경우에만 입어야
합니다.
패션은 자주 바뀌고 학생이 선호하는 의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
학교는 의상이 건전한, 학교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사업체와 같은 업무
환경을 나타내는 의상을 위한 규칙을
집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는 학생은 교사가
통지하고, 바꾸도록 요구하고/하거나
학부모에게 전화하여 우려를 표시하고,
행정실에 회부하여 추가 개입/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복장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학생은 교사가
발견하여 적절한 행정관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1 차 회부 = 경고/복장 변경
 2 차 회부 = 적절한 옷을
가져오도록 학부모에 전화
 3 차 회부 = 적절한 옷을
가져오도록 학부모에 전화
 추가 회부 = 학교에 남기
운전하여 등하교 시키기
학생, 직원 및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승하차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오전 데려다 주기:
아침에 학교에 학생을 운전하여 데려다
주는 학부모는 하차 구역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만드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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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차는 반드시 원을 그리면서 풀
입구로 이동해야 합니다.
2) 학생은 반드시 잠기지 않은 풀 입구를
이용하여 학교에 들어가야 합니다.
3) 모든 차는 반드시 원 안으로 이동하여
일렬로 머물러야 합니다.
4) 학생은 반드시 연석 쪽으로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야 합니다.
5) 학생은 돌아서 건물 전면으로 갈 수
있지만 학부모는 학생이 많이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 앞쪽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있는 학생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중학교 1 층 교감에게 메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중학교 학생은 고등학교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Houston 도로 및 Dager 도로에
있는 보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과거 수년
동안 의도적으로 중학교 주차장에서
버스를 놓치고 고등학교에서 버스를 타는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건물
내에서 그리고 주차장에서 배회하는
중학교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중학교와

6) 원으로 들어가는 차는 두 줄을 만들면
안 됩니다. 두 줄은 매우 위험하고

고등학교 사이에 교통량이 무척 많아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이 차 사이로 달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 학부모는 중학교 주차장에 들어가
학생을 내려주면 안 됩니다.

절차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학부모 픽업 통지:
Housotn 도로에 확립된 픽업 라인은
학생들이 승차하기를 기다리는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Houston 도로 픽업 장소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차량 안에서 머물면서 학생이
도착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학교 안으로

오후 픽업:
1) 학생은 지정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은
다른 버스를 타면 안 되며 자신의 대체
교통편을 마련해도 안 됩니다. 가정의
긴급상황 때문에 대체 교통편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는 가능한 한 직접 학교에
통지해야 합니다.
2) 비상 상황(예: 가족 긴급상황, 어린
자녀를 받아줄 사람이 집에 아무도 없음)
때문에 대체 교통편이 필요한 학생은
팩스를 통하여 서면으로 또는 메모로 하루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215-619-8111)번으로 팩스를
보내야 합니다.
3) 고등학교 픽업 구역에서 손위
형제자매를 만나기 위하여 그곳으로
걸어가야 하는 학생은 중학교가 휴스톤
도로(Houston Road)를 건너야 할 필요가

들어올 필요가 있고 차량에서 내려야 하는
운전자는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하루가 끝날 즈음에는 Houston 도로
건너편 고등학교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픽업 차량 라인은 “Parent Drop Off Pick
Up Area (학부모 데려다 주기 픽업
구역)”이라 쓰여진 표지판에서
시작됩니다. 버스가 버스 정류장으로
들어올 수 있고 도로를 건너는 학생들을 볼
수 있도록 차량 약 세 대 길이의 주정차
금지 구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휴스턴 로드 픽업 장소를 이용하는
학부모/운전자는 반드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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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머물면서 학생이 차량으로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표지판 뒤 라인에서 출발하십시오.
픽업이 이루어지는 대로 라인을
앞으로 계속 이동하십시오.
학교에 들어오려면 주차장에
주차하십시오.

주차 고지:
위사이콘 중학교에서 운동 및 다른 행사가

WMS 학생은 WSD 학군이 제공하는
이메일에 접속하여 @wsdweb.org 이메일
주소를 가진 어느 누구와도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생 이메일 주소는 컴퓨터
username@wsdweb.org(예:
22dkrause@wsdweb.org)입니다. 이
이메일은 학교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일체의 오용은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열리는 동안
WMS 워터 타워 쪽: 늦은 버스만 워터
타워 쪽에서 학생을 태우는 것이

EPI-PEN 거부

허용됩니다. 이 구역에 있는 주차장을

펜실베이니아주 공립학교 규칙, 섹션

포함하여 건물의 이쪽에서는 학생을

1414.2 (g)에 따라 학부모/보호자는

학부모가 픽업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 에피네프린

버스 차선에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 입구 곁에 계속 원뿔형 교통표지를
놓을 것입니다. 원뿔형 교통표지는 매일
오후 2 시 45 분에 설치할 것입니다.

자가주사기 투여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학교 간호사와 약속을 잡은 뒤 해당 결정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고, 거부 신청서에

WMS 앞쪽: 중학교 전면 주자창에서는

서명해야 합니다. 이 옵션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만이 학생을 태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학교 간호사에 연락하십시오.

중학교 전면과 앞 버스 차선은 긴급 시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항상 비어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는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에 주차해야 합니다. 주차장이 꽉
찬 경우, 학부모는 야구장 옆 보도를 따라
휴스턴 도로에서 태울 수 있습니다.

학생용 이메일

필드 데이
학년도 마지막 몇 주 동안 행정실 및
교사들은 이곳 중학교 및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야외 및 실내 활동으로
이루어진 반일 행사를 계획합니다.
행사에는 이어 달리기, 팀 빌딩, 킥볼 등이
포함됩니다. 필드 데이는 즐기기 활동으로
특전으로 간주됩니다. 학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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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또는 학업상 문제가 있는 경우, 행사에
참가하는 대신 다른 교내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 및 교사가 이 즐기기
야외 행사에 참여합니다.
현장 학습
학생이 견학 여행에 참가하려면 서명이
있는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견학 여행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은 반드시 학교로
등교해야 합니다. 견학 여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들은 다른 교실에 배치되어 적절한
수업을 받게 됩니다. 견학 여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몸이 아픈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 머무르는 것은 무단
결석이 됩니다. 견학 여행 참가는
특전입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경우
이러한 특전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일중에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치료를 살피기 위해 견학
여행에 참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싸움 정책
싸움, 난투, 왕따 및 기타 유형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대응은 WSD 학생 징계 규칙
47-53 페이지를 따르게 됩니다.

무료 또는 할인 점심
무료 및 할인 점심은 온라인으로
www.paschoolmeals.com 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요청하면 종이 양식의
신청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규정
1. 재산 보호. 학생은 학교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로 교실과 시설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기 바랍니다. 학교 자료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물품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주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은 학교 재산,
그리고 자신에게 지급된 도서 및 기타
자료에 가해진 손상에 대하여
책임집니다. 또한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자신의 학교 자료 및 개인
소유물에 대하여 부주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2. 수업에 늦지 않기.
3. 학생은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또는
학교 간호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언제라도 카페테리아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면
안 됩니다.
4. 수업 피리어드는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이 피리어드 동안 학생은 교사를 만나
수업에 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평가를 보충하거나, 과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수업 피리어드는 또한 다양한
사회적, 신체적 및 문화적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5. 모든 사유서, 성적표, 시험 결과, 도서관
서적/벌금 등을 제때에 반환해야
합니다.
6. 모자(hat)/코트는 건물 내에서 착용할
수 없습니다.
7. 욕설은 하면 안 됩니다.
8. 성적표 및 중간 성적의 위조와 같은
부정직한 행동은 금지됩니다.
9. 수업 불참은 금지됩니다.

일반 규칙 및
33

10. 학생은 수업에 빠지려면 반드시 WSM
직원으로부터 서명된 패스를 받아야
합니다.
11. 학교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또는
버스에서의 싸움 또는 싸움 놀이는
금지됩니다. 학생은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학부모 또는
학교에 있는 성인에게 말해야 합니다.
12.
무기 및 모든 유사 무기는
금지됩니다.
13. 참가자 자격으로든 관찰자
자격으로든, 모든 프로그램 참가는
특전이며, 용납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책임이 따릅니다.
14. 학생이 학교에 도착하면 사무실의
승인 없이 학교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학생은 하교 후 학교를 떠났다가 오후
활동을 위해서 또는 늦은 버스를 타기
위해 학교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15. 방과 후 학교에 머무르는 학생은
반드시 교사 또는 성인 보호자의
직접적인 보호 하에 있어야 합니다.
16. 공공연한 애정 표시(손잡기, 키스,
포옹 등)는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17.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롤러 블레이드,
스쿠터 및 호버 보드는 학교 내에서
또는 학교 운동장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18. 학생은 학교 건물에 들어오는 즉시
모든 전자 기기를 꺼야 합니다.
여기에는 휴대폰, 아이팟, 또는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타 승인 받지 않은
전자 기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기는 전원을 끈 다음 락커에
보관해야 합니다. 학교 시간 내내

학생이 휴대하는 일체의 기기는
압수하여 사무실에 가져갑니다.
19. 성냥, 라이터 및 전자 담배를 포함한
흡연 용품은 학교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20. 부적절한 옷을 입은 학생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도록 요구 받게 됩니다.
21. 학생은 중학교에서 버스에 승차해야
합니다. 행정관의 허가 없이
고등학교로 건너가면 안 됩니다.
22. 나이트(Knight) 도로를 따라 있는 숲은
출입금지구역으로 간주됩니다.
23. 학생은 교사가 없는 경우 교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24. 학생은 학교 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물품을 사고 팔면 안 됩니다.
등급
성적표는 학군 웹사이트에 있는 학군
일정표에 열거된 일자에 따라 전자적으로
게시됩니다.
다음 등급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A
90 - 100
B
80 - 89
C
70 - 79
D
65 - 69
F
65 미만
특수 분야의 등급:
O
85-100
S
65-84
U
65 미만
성적표
학년도에는 네 학기가 있습니다. 성적표는
학군 일정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첫 세
학기 동안 커뮤니티 포털에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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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성적표는 학년도가 끝난 후 약 1 주
후에 집으로 우송됩니다.
학생으로부터 성적표를 받지 못하였거나
우려가 있는 학부모/보호자는 자녀의 학교
상담사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학년도 말에 결함이 있는 경우, 학생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기 위해 다음 정책이
적용됩니다.
1. 주요 과목에서 낙제한 학생은 WMS
여름학교 참가를 권장합니다. 추가
정보는 학교 상담사 또는 교장에게
연락하십시오.
2. 특수 분야 과목에 결손이 있는 경우
특수 프로젝트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3. 학생은 학교가 승인한 튜터로부터 최소
30 시간의 개인지도를 받거나 요건을
충족했다는 서신을 제출함으로써
낙제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4. 학군 외 학교에서의 여름학교에 대한
모든 준비는 사전에 행정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등생 명부
주요 과목 - 최우등생 명부
모두 A 및 하나의 B
우등생 명부
모두 B 및 최소 하나의 A
특수 분야 - 학생은 반드시 특수 분야
과목에서 최소 S 를 받아야 합니다.
부적격 - C, D, F, U 또는 I
를 받는 학생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피티
재산, 다른 사람 또는 자신의 외관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지워지지 않는 마커
및/또는 Sharpie® 펜을 소지한 학생은

학년 담당 행정관에 회부되어 학부모/학생
핸드북의 공공기물 파손에 대한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1 일에서 10 일까지의 정학이 포함됩니다.
교사와 직원은 보이는 즉시 지워지지 않는
마커 및 Sharpie® 펜을 압수할 것입니다.
학생은 화장실을 사용할 때 펜, 마커 또는
다른 필기 도구를 소지하면 안 됩니다.
괴롭힘(성적 학대 및 사이버 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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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지 않는 또는 부적절한 행동이
계속되면, 학생은 그러한 행동을 행정관,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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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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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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정책 #103
건강 서비스
학교 간호사는, 의학적 치료 및 의사의
서면 지시에 의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상 및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의 응급
처치만을 책임집니다. 체온이 100.4 도가
넘는 학생은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등교한
학생에게 아픈 기운이 있는 경우, 학교
보건실에서 학부모/보호자님께 연락드릴
것입니다.
학생이 조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생이 학교 건물을 떠나기 전에
간호실에서 서명하고 교통편을 마련하는
것은 학부모의 책임입니다. 학생은
간호사를 보기 전에 집에 전화하면 안
됩니다.
처방약이나 일반약 모두 반드시 의무실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투약은 필요하고
의사의 지시 및 학부모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학교 시간에 학생에게
이루어집니다. 학부모와 의사는 반드시
처방약을 받기 전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학교 직원이 투약해야 하는 약은 반드시
홈룸 전에 간호사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합니다. 약은 반드시 원래의, 적절히
라벨이 붙은 용기에 담긴 채로 학교에
가져와야 합니다. 학교 간호사는 일반적인
사용 목적으로 어떠한 약도 학생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학생은 반드시 교실에서 나와 간호사를
방문하려면 담임교사의 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검진 프로그램이 주에 의해
강제로 실시됩니다.
- 신체 검사: 6 학년
- 치과 검사: 7 학년
- 척추 측만증: 6 학년 및 7 학년
- 시력 검사: 6 학년, 7 학년 및 8 학년
- 청력 검사: 7 학년
- 키 및 체중 검사: 6 학년, 7 학년 및
8 학년
- 스포츠 참가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뇌진탕 기본검사:
7 학년 및 8 학년

홈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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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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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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도록 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심화시키며 공부 습관을 개발시키는
것입니다.
이(2) 일 이상 결석하여 숙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주십시오.
 이틀 이상 연속하여 결석한
경우에만 학부모가 숙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오전 10 시 30 분까지
학교 상담실에 전화하여 (215619-8110, 내선 7030) 숙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녹음 안내가
나오는 경우, 자녀의 이름 및 팀

부모가 동반하지 않거나 (법적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직접적인
보호 하에 살지 않는) 또는 가출
청소년으로 사는 것.



난민 및 이민 청소년으로 사는 것.



숙제
교사는 숙제가 학업 훈련에 기본적이고
소중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받게 되는
숙제의 양과 유형은 학업면에서 도움이
되도록 학생의 능력에 대한 교사의 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군이
제시한 숙제 가이드라인을 따라, 각 학년에
대하여 추가로 10 분 분량의 숙제를
줍니다. 예를 들면, 6 학년 학생은 6070 분에 끝마칠 수 있다고 예상하며,
7 학년은 70-80 분에 끝마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숙제는 수업 활동의 중요한
결과물이므로 학생은 숙제를 지속적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글로 쓰는 숙제를 마치지
못한 경우 방과 후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숙제의 목적은 수업을 복습하고 연습하는
것이며, 학생으로 하여금 다가올 수업을

이름과 함께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학부모는 결석 이틀째, 오후 2 시
30 분 후에 자료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락커에서 책을 가져
가셔야 하는 경우 학생의 락커 번호
및 콤비네이션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스쿨로지(Schoology)와 웹
페이지를 이용하여 숙제 목록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옵션을
이용하여 정보에 접속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보충 지침:
 학생은 빠진 날 하루 당 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이틀이
주어집니다.
 시험 보충을 위한 3 일 - 학생이
보충해야 할 시험이나 퀴즈가 둘
이상인 경우 하루에 최고 두 번만
시험을 치릅니다.
숙제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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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기 위한
개입 기회로서 숙제 클럽이
마련되었습니다. 스포츠 부적격 목록에
올라있는 학생 및/또는 과목에서 낙제한
학생을 팀, 상담사 및/또는 코치가 숙제
클럽에 추천합니다. 숙제 클럽 대상인
학생은 행정실 및 상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서가 집으로 발송됩니다.
지각
학생은 지각하는 경우, 출석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출석 관리실에 보고해야 합니다.
버스 놓침, 늦잠 등은 지각의 유효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공식 등교는 오전
7 시 35 분까지 기록됩니다.
무단 지각에 대한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 및 2 차 위반 - 경고
3 차 위반 - 방과 후 학교에 남기
4 차 및 5 차 위반 - 행정실 컨퍼런스 및
학부모 연락
향후 위반 - 교내 및 교외 정학의 점증적인
적용, 행정관/학부모 컨퍼런스 및 가정 및
학교 책임자에게 회부 가능성
도서관
도서관 정보센터는 학교의 중심으로서
7 학년 동과 8 학년 동 사이의 건물의
2 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도서관에는 중학교 교육과정 및
철학을 지원하는 인쇄물 및 비인쇄물
약 16,000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은
온라인 공공 접속 카탈로그(OPAC)인
Destiny 를 통하여 학교와 집 컴퓨터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2 대의

도서관 카탈로그 키오스크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통하여 학생은
데이터 베이스, 엄선된 웹사이트, 인용
도구 및 전자책 접속을 포함하여 아주
다양한 자원을 갖고 있는 Destiny 도서관
카탈로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에는 직원과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몇 대의 비디오 및 디지털 카메라가
있습니다. 학생은 서명된 학부모/보호자의
대여 양식을 제출한 다음 디지털 장비 또는
로봇을 빌려야 합니다(대여 양식은 도서관
직원으로부터 그리고 Destiny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오전 7 시 30 분부터 오후 3 시까지.
개방합니다. 학교 시간 동안에 교사들은
학생을 개인적으로, 작은 그룹으로
도서관에 보내거나 전 학급을 도서관에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학생은 도서관에서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학생과
재산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도서관 자료는 4 주 동안
빌릴 수 있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와 DVD 는 일주일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대여 기한이 지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정기적으로 이를
알립니다. 자료의 대여기한이 지난 경우,
학생의 대출 특전은 자료에 대하여 대금을
지불하거나 자료가 반환될 때까지
중단됩니다. 학생은 빌린 도서관 자료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도서관
직원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락커
락커는 각 학생에게 개인 소지품과 책을
보관하도록 제공됩니다. 체육 수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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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커는 담당 교사가 락커실에서
배정합니다. 학생은 학교 수업 전에, 점심
전후에, 방과 후에 락커로 갈 수 있습니다.
어느 학생도 자신의 락커 콤비네이션을
타인과 공유하면 안 됩니다.
락커 여는 법
자전거의 콤비네이션 자물쇠와
비슷합니다.
1. 자물쇠를 어느 방향이든 0 을 두 번
지나게 해 자물쇠를 푼 다음 0 에서
멈춥니다.
2.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 첫 숫자에서
멈춥니다.
3. 왼쪽으로 돌려 첫 숫자를 지난 다음 두
번째 숫자에서 멈춥니다.
4. 셋째 숫자까지 직접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 아래로 잡아당겨 걸쇠를 엽니다.
주의: 자물쇠에 마지막 숫자를 남겨 놓지
않음으로써 자물쇠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리지 않는 락커: 비서나 교감에게
말하십시오.
락커에서 물건 도난: 교감에게
연락하십시오. 학생은 귀중품을 락커에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교는 개인 물품
분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락커 문제는 즉시 교감실에 보고해야
합니다. 행정실은 언제든지 락커를 검사할
권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반환됩니다. 학생은 소지품에 자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새겨야 합니다.
MAKERSPACE
WMS 는 혁신, 창조, 비판적인 사고 및
디자인을 위한 공간, MakerSpace 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MakerSpace 에 데려가 교과 주제를
연장하고 학생들이 공간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창조하고, 혁신하고, 디자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MakerSpace 에는 K’Nex,
레고, 스냅 서키트, 핫 휠 속도계 키트,
스피로 로봇, 로모 로봇, 리틀 빗 전자
서키트리, 아트 및 크래프트, MakerBot
3D 프린터, 학생들이 “브레이커
스페이스”에서 분리할 수 있는 낡은 전자
품목 등,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WMSInnovates 의 트위터에 있는 WMS
MakerSpace 에서 그리고 해시태그
#WissLearns 및 #WMSInnovates 를
통하여 팔로우 하십시오.
마이 스쿨 벅스(My School Bucks
점심 계정 외에도 학부모는 자신의 계정을
통하여 점심 외 비용에 대해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요금 및 견학
여행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분실물
찾아가지 않은 물품은 단기간 보관합니다.
간호실 근처 아트리움에 위치한 분실물
테이블은 격주로 비웁니다. 물품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학생에게

의무
모든 학생은 모든 미결제 채무에 대하여
책임집니다. 이러한 채무에는 분실 또는
손상된 도서, 밴드 유니폼 및 장비,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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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HPE 자물쇠, 활동 요금,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제출한 초과인출
개인수표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즌 말 스포츠 파티 참가가 거부되고
미결제 채무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는
성적표가 지연됩니다. 이 정보는 다음
학년도로 이월되며 고등학교로
보내집니다. 이러한 채무를 결제하지
못하면 학생은 학교 행사 참여가
배제됩니다.

체육복, 귀중품

보관 및 의학적

사유
복장
교복을 완전히 갈아입어야 합니다.
체육복은 움직임이 자유로워야 하고
안전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육복은
허리가 잘 늘어나야 하고, 호주머니가
없으며, 벨트 고리도 없고 지퍼도 없어야
합니다. 잘라내기는 안 됩니다.
티셔츠는 짧은 소매에 아무 무늬도 없이
학교 로고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은 하얀 운동 양말과 상태가 양호한
스니커를 신어야 합니다. 스니커는 항상
끈을 매야 합니다. 체육 시간에 보석류를
착용하면 안 됩니다.
귀중품 보관
1. 체육 교사가 자물쇠를 지급합니다.
수업 동안 옷과 책을 잠가 놓으십시오.
2. 많은 돈과 귀한 보석류를 학교에
가져오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학교 의상은 체육이 없는 날에
착용하십시오.
3. 귀중품이 있는 경우에는 옷을 갈아
입으러 락커룸에 오기 전에 체육
교사에 주어 체육실에 잠가 놓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수업 중에 체육
교사에게 물품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지
마십시오.
4. 자물쇠는 학년도 말에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은 자물쇠에
대해서 $5.00 가 부과됩니다.
의학적인 사유
1. 학부모/보호자가 사유서를
제출하면 학생은 일주일 동안 체육
수업에 불참해도 됩니다. 일주일
이상 수업을 빠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2. 의사의 진단서에 신체적인 제한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 진단서는
파일에 보관됩니다.
3.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체육 수업을
빠지는 경우, 그날의 학과 병행
운동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근신 처분
지속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학생은 근신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신 기간은
학교 수업일수 기준으로 30 일에서
60 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학교 행사 및
모임 프로그램, 기술 사용 및 학교 수업일
동안의 패스와 같은 학교의 특전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근신 처분은 행동상 개선이
보일 때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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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포털/인피니트 캠퍼스(Infinite
Campus
위사이콘 학군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모와 보호자가 등급, 일정 및 출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Infinite Campus 를
사용합니다. 접속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학부모/보호자는 자신의
연락 정보인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긴급상황 발표, 출석 문제, 학부모 회의,
날씨 관련 수업 지연, 폐쇄 또는 조퇴, 곧
있을 특별 행사, 교육감 및 교장으로부터의
전자 뉴스에 대하여 메시지가
발송됩니다.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보안 요원
홀의 안전한 통과, 수업 시간 맞추기 및
기타 규율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보안
요원이 학교에 배치됩니다. 이 사람은
직원으로서 정중히 대해야 합니다.

일정
방과 후 관람객
교육 일정은 일일 숫자 일정(제 1 일6 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각
수업일에 학생은 따라야 할, 6 일 수업
일정의 숫자로 표시된 날짜를 알아야
합니다. 6 일 주기는 더 일관성 있는 수업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특히, 휴일이 한
주의 특정한 요일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업 시간 놓치기가 생기지 않습니다(예,
월요일 미술 시간, 화요일 건강교실). 6 일
주기 일정은 휴일 일정이나 휴교로
이어지는 악천후에 상관없이 연속해서
이어집니다. 달력 및 일일 리마인더를
활용하여 정보를 계속 숙지하십시오.
대부분의 중학교는 수업 시간 배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6 일 주기를
사용합니다.
스쿨 메신저
스쿨 메신저는 중학교 및 학군이 기록된
이메일 및 녹음된 전화 메시지를
학부모/보호자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자동화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입니다.

모든 학생 관람객은 학부모/보호자가
서명한 허가증을 제출해야 하고 시즌 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양호해야 합니다. 방과 후 또는 야간에
열리는 운동 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학생은
교사 또는 학부모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교사 또는 행사 감독자가 없는 경우, 항상
학부모가 동행하는 경우에만 학생 관람이
허용됩니다. 허가증은 학부모가 학생이
방과 후/야간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양식은 웹사이트 또는
사무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방과 후
행사 동안의 비행으로 인해 향후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을 잃게 됩니다.
학생들은 남아 연습을 지켜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악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및 더블베이스를
연주하는 학생은 위사이콘 중학교 현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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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오케스트라에 참가하도록 초대
받습니다. WMS 현악부는 매주 한 번
리허설을 하며, 학교 시간에 돌아가면서
렛슨을 받을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학생은 일년 내내 관악기 및 타악기
연주자와 협력하여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콘서트를 열게 됩니다.
주요 행사에는 겨울 콘서트, 학군 현악
콘서트 및 봄철 콘서트가 포함됩니다.
초등학교 견학 여행을 포함하는 기타
콘서트가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콘서트는 클래식에서부터 대중 음악에
이르는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학습 방법은
스즈끼(Susuki) 방법입니다. 모든 수준의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비올라 및 더블베이스를 시작하는
학생들의 참가를 권장합니다.
학생 컴퓨터
수업 중에도. 컴퓨터는 셔틀 백 안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백은 컴퓨터가 백 안에
있는 동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백은 랩톱 및 파워
어댑터를 담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추가 물품을 랩톱 백
안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압력이 가해져 화면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랩톱을 집으로 가져가거나 집에서 가져올
때, 랩톱은 학생용 가방이 아닌 셔틀 백에
넣어 옮겨야 합니다.
학생용 컴퓨터에 손상이 가는 경우 즉시
기술실에 보고하여 추가로 손상될
가능성을 방지해야 합니다. 랩톱을
파괴하거나 랩톱 관리에 소홀한 학생은

수리비를 지불하고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헬프 데스크: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군은
학생들에게 온라인 헬프 데스크 시스템
접속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겪고 있는
문제를 기술한 티켓을 입력하면 기술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직접
학생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기술부가 학생이 기술실에 올 수
있는 시간을 학생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기술실에서 대기하며 놓치는
수업 시간의 양을 줄이게 됩니다.
기술반: 기술반은 견실한 기술 지식과
예외적인 고객 서비스를 갖춘 학생들을
엄선하여 구성한 팀입니다. 그들은
교실에서의 공통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학생과 교사를 돕고, 팀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모든 기술반 회원은
교사의 추천 및 컴퓨터 경력 심사를 포함한
철두철미한 지원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학생위원회
위사이콘 중학교 학생위원회의 목적은
다양한 오락 활동, 체험 및 자금 모집을
기획하고 촉진함으로써 학생과 직원
모두의 필요성을 충족하여 안전하고
긍정적인 학습 환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WMS 학생위원회 헌장 및 내규,
61-6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학생증
가을에 사진을 찍고 난 후 학생의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 발급되면, 모든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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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분증을 휴대하고 다녀야 합니다.
신분증은 가을에만 발급되며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체/초빙 교사
대체 교사는 초빙 교사로 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예의 및 친절에 관한
규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학생은 대체
교사에 철저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협조가
부족하거나 대체 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는 위반으로 간주되어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정학
정학은 학교 규칙 및 규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하여 행정실이 취하는 징계 조치입니다.
정학은 1 일부터 무기한으로 다양합니다.
정학을 받은 학생은 행정실의 재량으로
학교에 올 수 없습니다. 정학 중에 학생은
과외 활동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정학
기간 중 빠진 모든 학교 과제를 보충해야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정학이 적용됩니다.
1. 교사 또는 직원의 지시 불복종
2. 역겨운 그리고/또는 모욕적인 언어나
제스처 사용
3. 심각한 비행
4. 무단결석
5. 교육 프로그램 방해
6. 소란 행위
7. 불법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 판매 또는
이전
8. 고의로 학교 재산 손상
9. 건물 내에서 또는 교내에서 담배 또는
전자 담배의 흡연 또는 소지
10. 학교에 남기 불이행

11. 외설적인 노출
12. 싸움 또는 “싸움 놀이(play-fighting)”
정학이 약물, 마리화나, 절도, 무기 등의
소지와 관련된 경우, 경찰에 알리게
됩니다.
또한 학생은 심각한 비행에 대하여 수업
출석이 중지되고 장기간 교무실에서
공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정학을 당한 경우, 학부모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컨퍼런스에 참석하거나
학생과 함께 수업에 참석해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감, 교장, 상담사 및 기타
직원(필요한 경우)이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됩니다. 회의는 정학 시작 전에, 중간에,
또는 정학이 끝난 후 열릴 수 있습니다.
기술: 적절한 사용 정책
학생은 위사이콘 학군 기술에 열거된
모든 규칙을 따릅니다. #256 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146 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인터넷, 컴퓨터 또는 기타 학군 전자
자원의 모든 사용은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은 학군이 지급한 랩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복사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생은 USB
장치, 플래시 드라이브, 외장 드라이브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게임, “이동식”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구동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됩니다.
 전자 저장 구역은 학교 락커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전자 메일의
정보보호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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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행정관은 네트워크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파일을 검토하고
개인으로 하여금 시스템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학생, 직원, 학부모 및 교사는 네트워크
보안 위반을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작업 완전성에 대하여
책임집니다. 시스템은 가끔 “작동이
중단됩니다”. 파일은 가끔 분실됩니다.
학군은 기술 시스템의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위사이콘 학군은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학군의
전자적 자원의 순조로운 이용은 모든
사용자의 책임감 있는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학생의 전자 자원 사용에 관한 행동 강령
모든 학생 사용자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예절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주의하여 학생이나 직원의 개인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미지의 사용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부적절한 문자 또는 그래픽 발송 또는
표시.
2. 외설스럽거나 무례한 표현 사용.
3.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
4.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또는 네트워크
손상, 다른 사람 또는 조직의 재산을
파괴, 손상시키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5.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을 허가 없이 또는 적절한
서지 언급 없이 사용하는

행위. 여기에는 상업적 소프트웨어의
복사(예: 소프트웨어 무단 복사) 또는
다른 학생의 지적재산을 복사하고
자신의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6. 불법적인 행동을 위해 네트워크 사용.
7. 인터넷 구역 무단 접근. 여기에는 보안
또는 학군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필터링을 우회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8. 다른 개인의 자료, 정보 또는 파일에
허가 없이 접근하는 행위. 네트워크
구역 무단 접근.
9. 한정된 자원의 낭비.
10. 개인적인 금융상 또는 상업적 이득을
위한 네트워크 사용.
11. 다른 사용자를 사칭하거나 다른
사용자인 척하는 행위.
12. 장비 또는 시스템 성능을 낮추거나
방해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바이러스
및 다른 파괴 프로그램을 전파시키는
행위.
결과:
규칙 하나라도 위반하는 학생은 위반의
중함이나 성격에 따라 교장 또는 교사가
결정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위반은
접근권한 상실과, 적절한 경우 법집행
기관에의 보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징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학생은 적절한 절차의 이용에 관한
재교육 세션에 참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학생은 네트워크 또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손상을
원상복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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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은 특정한 기간 동안 전기통신
시설의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4. 학생은 특정한 기간 동안 모든 기술
장비의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5. 학생은 학기 및/또는 수업에서 낙제할
수 있습니다.
6. 학생은, 정학, 학교에 남기, 퇴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담배 및 전자 담배 사용
이사회는 학교 건물 내에서 그리고 학군이
소유, 리스 또는 관리하는 일체의 부동산,
버스, 밴 및 차량에서 학생의 담배 및 전자
담배 사용을 항상 금지합니다.
이사회는 학교 건물 밖에서 개최되는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 및 활동에서 학생이
담배 또는 전자 담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사이콘 학군 징계 규칙이 규정한 징계
조치에 추가하여, 학군은 본 정책을
위반하여 담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정책 #223
성적증명서 및 교사 추천
모든 성적증명서 요청은 반드시
자녀의 상담사에게 직접 보내야 합니다. 각
성적증명서 요청에는 반드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각 학교에 대한 정보
제공 양식에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성적증명서를 요구하는 각 학교에 대하여
세(3) 장의 우표가 붙고 수신인 주소가
적힌 봉투를 동봉하십시오. 성적증명서
요청은 반드시 학교 마감일로부터 최소
이(2) 주 전에 받아야 합니다.

교사 추천에 대한 모든 요청은 반드시
교사에게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교사가
추천 양식을 작성해 줄 것인지에 대하여
교사에게 요청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교사가 동의하는 경우, 학생은
교사 추천 양식을 해당 교사에게 줍니다.
교사는 추천서 작성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사 추천서에 대한 각
요청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a. 교사에게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이 담긴 표지
서신.
b. 서신을 요청한 학교로 발송될
수신자 주소가 적히고 우표가 붙은
봉투. 교사에게는 이 요청을
작성하기 위하여 이(2) 주의 처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모든 작성된 양식을 직접 해당
학교에 우송합니다.
번역 및 통역
서비스
위사이콘 학군은 영어가 미숙한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무료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자녀 학교의 교장에게
연락하십시오. 가정 내 언어 설문조사를
아직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학군 등록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청에 따라 귀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가정 내 언어
설문조사 인쇄본이나 통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 의사소통이나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이나 부교육감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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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출입
학생은 방과 후, 주말에 또는 학교가
쉬는 날에 감독 없이 학교 내에 또는 학교
구내에 있으면 안 됩니다.

트로전 카페
트로전 카페(Trojan Café )는 하루 종일
학생에게 독서/공부 장소뿐만 아니라
가벼운 다과를 제공하는 작은 카페입니다.
카페는 학생, 직원 및 학부모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습 및 사회성
개발을 강화합니다. 트로전 카페는 또한
몇몇 학용품을 판매합니다.
아트리움에는 21 세기 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트리움의 한 쪽에 있는 이
구역은 학생들의 공동 작업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테이블은 특별히 랩톱
컴퓨터 위에서 작업하는 학생들에게
적당한 높이로 설계되었습니다. 각 벤치식
자리에는 충전 콘센트/포트가
있습니다. 테이블에 어떤 음식이나 음료도
가져오면 안 됩니다. 모든 음식 및 음료는
아트리움의 다른 쪽, 즉 트로전 카페에
가장 가까운 쪽에 보관해야 합니다.
TV 스튜디오
WTV(위사이콘 TV)는 학생들을 위하여
풍부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군은 장비/시스템 구입 및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 환경은
콘텐츠 작성 분야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방송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위사이콘 TV(WTV) 방송 행동 강령 566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불법적인 괴롭힘에 관한 정책
모든 직원, 학생 및 손님은 학군
커뮤니티의 다른 구성원에 의한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인 괴롭힘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사이콘 학군의 정책입니다.
불법적인 괴롭힘은 기본권, 개인의 존엄,
개인의 완전성 및 전문적인 완전성을
침해합니다. 이사회는 위사이콘 학군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이 법률과 윤리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사회는
괴롭힘이 없는 안전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본 정책은 모든
학생, 그리고 학업, 행정 및 지원 직원 및
손님에게 적용됩니다. 우려사항이 있는
학생은 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사회 정책 #317

V

공공 기물 파손

위사이콘 학군 징계 규칙에서 약술한 바와
같이, 공공 기물 파손은 레벨 III 또는 레벨
IV 행동입니다. 공공 기물 파손에 대한
징계는 정학에서 퇴학에 이르고, 법집행
기관으로의 회부가 포함됩니다.

V

방문자

모든 학교 방문자는 안전한 입구를
통과하여 들어와야 합니다 중학교는
Raptor 전자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학생
및 직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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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이콘 중학교 방문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스캔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면허증이나 다른 유효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위사이콘 중학교는
방문자 배지를 만들고, 방문자가 교내에
머무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모든 방문자를
등록된 성범죄자 데이터 베이스와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방문하게 되는 방문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건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방문자는 반드시 외부의 부저를
사용하고 안내 데스크에서 서명해야
합니다. 교실을 방문하고 싶은 학부모는
방문 일정을 잡기 최소 24 시간 전에
교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방문자는 수업이 진행 중인 동안 어떤
경우에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방문자도
적절한 승인 없이 교실을 방문하면 안
되며, 당일 방문자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방문자는 ID 배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ID 배지가 없는 방문자는 주
사무실로 안내될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

손님을 학교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방문자 가이드라인: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V

자원봉사자

위사이콘 학군은 학교와 교실의
자원봉사자를 환영하고 권장합니다.
직원과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립학교
규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모든
자원봉사자는 반드시 위사이콘 학교
이사회 정책를 준수합니다.(정책
#902 는여기 클릭, 정책 #806 은 여기

클릭) 자원봉사자는 해당 허가서, 어린이
오용 인식 교육 및 학군 자원봉사자 공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서 및 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물병
학생은 물병을 학교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음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모든 물병이나 용기는 반드시
뚜껑이 있어야 합니다.
2) 랩톱 또는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물병을 반드시 책상
부근에서 치워야 합니다.
3) 병은 복도, 교실 등에 남겨두면 안
됩니다.
무기 위반
학생은 학교 내, 학교 후원 활동, 또는 학교
또는 학교 후원 활동에 교통편을 제공하는
대중 또는 사설 수송 수단에서 무기나 유사
무기 또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물체를 고의로 소지, 취급 또는
이전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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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년 이상 퇴학 조치를 받게 됩니다.
교내에서, 학교 후원 활동에서, 또는 학교
또는 학교 후원 활동을 위해
가는/활동으로부터 오는 수송을 제공하는
대중 또는 사적 교통편에서 모의 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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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취급 또는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 역시 최고 퇴학에 이르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위사이콘 개입
WIN 팀

네트워크—

WIN 팀은 “고위험” 학생을 식별하여 평가
및 가능한 재활 프로그램을 위해 적절한
기관에 회부하는, 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직원 그룹입니다. 위험 학생에는 알코올,
약물, 또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 구성된 이 팀은
1987 년에 학군 내에 설립된 위사이콘
학생 지원 프로그램(Student Assistance
Program)의 일부입니다. WIN 팀은
문제가 있고 매우 심각한 결과를 맞을
위험이 있는 학생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WIN 팀이 개입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내에서 약물 또는 알코올 사용에
관한 학군 규칙의 위반
2. 물질 남용자로 알려진 학생 대처
3.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표현한 학생과의 협력
학생과 직원은 양식을 작성하여 WIN
박스에 넣어 개인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란 박스는 간호실 옆에 그리고 도서관
안에 있습니다. 추천 양식은 박스 근처에
있습니다. WIN 팀의 교육받은 구성원에는
교장, 상담사, 간호사 및 교육을 받아
선발된 교사가 포함됩니다.
WSD - 21 세기 교육 및 학습
이니셔티브

이는 학군의 6 학년에서 12 학년의 모든
학생들에게 학군 지급 컴퓨터에 대한
접속권을 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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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및 8 학년 학생은 매년 학군
지급 컴퓨터를 대여받아 학교에서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사회 정책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WTV
위사이콘 텔레비전(컴캐스트 28 및
버라이존 41)은 학군이 소유하고 있는
교육용 24 시간 TV 채널입니다. 바로 우리
학교들이 제작하는 중요한 업데이트, 뉴스
이야기 및 흥미 있는 쇼에 채널을
맞추십시오. 또한 TV 프로그램은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온디맨드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연감
봄마다 WMS 는 학교 차원의 연감을
발행합니다. 10 월부터 온라인으로 또는
연감 사무실에서 주문서를 픽업하여
주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wsdweb.org 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For Parents(부모용),
Yearbooks(연감)을 클릭하십시오. 서명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학생의 연감에
쓰여진 상스러움 및 외설스러움은 새로운
연감의 구입을 초래합니다. 찾지 못하거나
분실된 책은 교체되지 않습니다.
48

WISSAHICKON SCHOOL DISTRICT
학생 행동 강령 K-12
(WSD 이사회 승인 2018/5/29)

학군의 미션 선언서
풍부한 다양성 및 학업 우수성과 훌륭한 성격 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학습 커뮤니티인 위사이콘
학군의 미션은 각 학생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하고 최대한 더
위대한 커뮤니티에 기여하도록 한다.
서문
맡겨진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공립 교육 기관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훌륭한 시민의식의 원칙과 실천 방법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만약 학생이 무례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제정된 규칙 및 규정을 어긴 경우, 그 어떤 학교나 학교
시스템도 이러한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야만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그들의 행위로 발생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행사할 때마다 반드시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보여야 합니다.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직원, 학생, 학부모, 보호자, 지역주민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기회균등
위사이콘 학군의 정책은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 및 고용 관행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과 직원 및 기타 인물은 인종, 피부색, 종교, 나이, 성별, 출신, 장애 등의 이유로 학군의
프로그램에서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 담당 이사 (215) 619-8000, 내선 1215 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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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의 가치와 각자의 존엄성에 대해 서로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진 환경 - 아이들 각자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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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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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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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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직원들은 커뮤니티의 아이들을 교육하며 다음의 책임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존엄성을 지키는
분위기를 장려합니다; 학생들이 긍정인 자아를 갖게 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가정과 학교의
단단한 유대를 만들고 지원합니다; 직원의 선에서 처리해야 할 학생의 가벼운 위법 행위와
관리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문제를 잘 구분합니다.

행정관
학교와 학군의 교육적 지도자로서, 관리자는 명확한 학생 강령에 따라 질서정연하고 공손한
환경을 조성하며, 직원이 강령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발전시킵니다. 학생 징계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만드는 노력과 더불어 흥미 있는 학습 분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학교의 주된 업무입니다. 행정관은 학생 행동 강령의 유효성을 측정하고, 학생,
학부모/보호자, 직원과 협력하여 해당 강령과 그에 관한 결과를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적용합니다.
이사회 승인 2018 년 5 월 29 일
효력 발생 2018 년 7 월 1 일

학생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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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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이콘 학군 학생 행동 강령
단계

I

행위 내용

예시

교실
밖에서의
소란
교과과정을
방해하거나
학교의
행위(복도, 식당, 운동장 등)
일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학생의  무례한 행위
비행.
 학습 방해
이 단계의 비행은 교직원 개인에  지각
 욕설
의하여 다루어지지만, 학교의 다른
전문가와 행정 당국의 개입이 필요할  반항적이지 않은 이유로 과제를
완료하지 못함
수도 있음.
 컴퓨터 혹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부적절한 사용

징계의 종류 / 대응
 행동 계약 (비공식)
 상담
 방과 후 대기 조치
 특전 상실
 학부모 연락
 또래 조정/상담
 보상
 회복 중재
 특별 과제
 학생 회의
 일시적으로 수업/활동에서 배제
 컴퓨터 사용 권한의 일시적 정지
 경고

학교의 학습 환경을 빈번하게 혹은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의 비행.

 I 단계 비행의 지속
 무단결석


보통 이 단계의 비행은 I 단계나 
그보다 심각한 비행이 이어진 결과로 
나타나며, 관계 행정실의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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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전자 기기의 무단 소지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학군의
소유가 아니거나 학군에서
허가하지 않은
게임, 프로그램 혹은 기타
파일을 설치하는 행위
 원외 활동이나 학교와 관련
없는 활동을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행위
 음란물 소지
 이밖에 II 단계 비행의 정의에
부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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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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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사이콘 학군 학생 행동 강령
단계

행위 내용

예시

징계의 종류 / 대응

자기 자신이나 타인 혹은 재산에  II 단계 비행의 지속

 II 단계의 대응 중 적절한 것

가해진 비행이 결과적으로 학교 내  싸움
타인의 건강, 안전, 안녕에 어느 정도  공공 기물 파손

 대안 프로그램
 컴퓨터 사용 권한 정지 연장

영향을 끼쳤거나 법집행 공무원에게  못살게 구는 행위

 교외 정학 – 1~10 일간

회부가 필요한 경우.

 담배, 전자담배, 혹은 약물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법집행 공무원에게 회부

이 단계의 비행은 범죄 행위로  왕따/사이버 왕따
간주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내의  절도/장물을 소유/판매하는 행위
징계 수준에서 다뤄질 수 있음. 학교는  자동차의 무책임한 사용
활용 가능한 학교의 자원이 얼마나  성추행/성폭행
되는지를 판단하여 모든 학생을 위해  직접적인 협박 전화, 편지 혹은
최선의 방향으로 시정 조처를 하게 됨.

이메일
 민족적 및/혹은 인종적 위협
 학생의 관할이 아닌 컴퓨터 혹은
데이터 네트워크의 파일이나
기타 자료를 수정하는 행위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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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신이나 타인 혹은 재산에  III 단계 비행의 지속
가해진 비행이 결과적으로 학교 내  테러 위협

 III 단계의 대응 중 적절한 것
 퇴학

타인의 건강, 안전, 안녕에 심각한  폭행/구타

 이밖에 적절한 배치를 위한

영향을 끼쳤거나 법집행 공무원에게  공공 기물 파손
회부가 필요한 경우.

IV

이 단계의 비행은 분명한 범죄이고
관계자의 조처가 요구되는 심각한
행위이므로 학교는 학생을 즉시
제명하고, 법집행 당국이 개입하게

 방화
 상업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데이터 네트워크를 불법
사용하는 행위
 컴퓨터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를 오용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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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조치
 지역 내 법집행 기관으로
회부하여 공소 제기

위사이콘 학군 학생 행동 강령
단계

행위 내용

예시

되며, 학교 이사회는 가능한 모든
행정적인 조처해야 함.

 이밖에 IV 단계 비행의 정의에
부합하는 위법 행위

허가되지 않은 물질을 학교 안이나,  허가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는

초범

학교 건물이나, 학교가 지원하는
행위
활동, 학교가 지원하는 활동을 위해  허가되지 않은 물질을 소지하는

 약물/알코올 평가를 완료하고
그에 따른 권장 사항 준수

공공이나

 상담

개인이

제공하는

행위

교통수단에서
소지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물질과
사용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는
어떤 식으로든 연루된
행위를 포함한 비행.

V

징계의 종류 / 대응

경우

이 단계의 행동은 범죄 행위일 수
있고
항상
관계자의
조처가
요구되며, 학생은 학교에서 즉시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물을
부적절하게 사용, 제공, 판매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치료
 5 일에서 10 일간의 정학.
정학의 기간은 고등학교
행정관이 결정
 SAP 로 회부

혹은 소지하는 행위
재범
 대안 학교

퇴학당할 수 있고, 법집행 당국이

 퇴학

개입하거나, 학교 이사회가 가능한
모든 행정적인 조처를 할 수 있음.

 이밖에 적절한 배치를 위한
이사회의 조치

VI

무기 혹은 무기의 복제품을 소지하고

 교내에서 무기를 소지하는 행위

학교에 등교하거나 학교가 지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행위를 포함한 비행.

 학교나 학교 건물로 무기를
가져오는 행위

특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가벼운 징계를 내리는 것을 권고한

 학교가 지원하는 어떠한 형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목적으로

학교

물질을
안이나,

배포할
학교

활동이나 학교가 지원하는
활동을 위해 공공이나 개인이

건물이나, 학교가 지원하는 활동,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무기를

학교가 지원하는 활동을 위해
공공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가져오는 행위
 허가되지 않은 물질을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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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이사회가 가능한 모든 행정적인
조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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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는 행위
 허가되지 않은 물질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허가되지 않은 물질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교육감이 정상 참작이 가능한

1 년 이상의 기간 동안 퇴학.

위사이콘 학과 병행 활동 행동 강령
학과 병행 활동 참가는 학생들이 적절한 행동, 행위 및 태도를 통하여 얻는 특전입니다. 위사이콘
학군(WSD)의 철학에 일관되게, 여기에 포함된 가이드라인 및 규정은 WSD 학과 병행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책임을 나타냅니다.
학교에서 또는 학교 활동에서 본 행동 강령을 위반하는 학생은 또한 WSD 징계 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학생은 언제나 학교와 커뮤니티를 대표하고, 본 행동 강령은 여름 기간을 포함하여 항상
유효합니다. 본 강령을 위반했다는 모든 신뢰할 만한 보고는 학교 행정실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본 강령
위반에 대해 거짓 보고를 하는 학생은 징계조치를 받습니다. 학교 밖에서 본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학교 활동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징계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됩니다. 징계조치는 위사이콘
학군에서의 학생 경력 기간 동안 누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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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발생 사건 설명

시즌 활동에 대한
징계/재활

년중 활동에 대한 징계/재활

1.

비-학교 활동 참가
불법적인 미성년 음주
및/또는 불법적인 약물
사용(학군의 약물 및
알코올 정책에 정의)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범주
2 로 이동함.

모든 게임 및 행사에 5 수업일 동안
중단하지만 그룹과의 연습은
계속함. 행정실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중단 조치가
내려지고 5 수업일까지 계속됨.
또한 학생은 중단 기간 동안 비수업일(주말, 서비스일, 휴일 등)에
개최되는 게임 및 행사 참가가
금지됨. WIN 팀에 회부되고 평가
추천 준수가 복원됨. 필요한 경우
벌칙이 다음 학년도에도 적용됨.

20 수업일 동안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 또한 학생은 중단 기간 동안
비-수업일(주말, 서비스일, 휴일
등)에 개최되는 활동 참가가
금지됨. WIN 팀에 회부되고 WIN
팀의 평가 추천 준수가 복원됨.
필요한 경우 벌칙이 다음
학년도에도 적용됨.

2.

범주 1 반복. 이러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범주 3 으로
이동함.

10 수업일 동안 모든 참가가
중단됨. 행정실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중단 조치가
내려지고 10 수업일까지 계속됨.
또한 학생은 중단 기간 동안 비수업일(주말, 서비스일, 휴일 등)에
개최되는 활동 참가가 금지됨.
WIN 팀에 회부되고 평가 추천
준수가 복원됨. 필요한 경우 벌칙이
다음 학년도에도 적용됨.

30 수업일 동안 활동을 할 수 없음.
또한 학생은 중단 기간 동안 비수업일(주말, 서비스일, 휴일 등)에
개최되는 활동 참가가 금지됨.
WIN 팀에 회부되고 WIN 팀의
평가 추천 준수가 복원됨. 필요한
경우 벌칙이 다음 학년도에도
적용됨.

3.

비-학교 행사에서 학생이
약물/알코올(학군의 약물
및 알코올 정책에 정의)을
사용한 경우 또는 학생이
약물 또는 알코올이나 약물
용품을 소지한 경우.
이러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범주 4 로 이동함.

20 수업일 동안 모든 참가가
중단됨. 행정실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중단 조치가
내려지고 20 학교일까지 계속됨.
또한 학생은 중단 기간 동안 비수업일(주말, 서비스일, 휴일 등)에
개최되는 활동 참가가 금지됨.
WIN 팀에 회부되고 평가 추천
준수가 복원됨. 필요한 경우 벌칙이
다음 학년도에도 적용됨.

45 수업일 동안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 또한 학생은 중단 기간 동안
비-수업일(주말, 서비스일, 휴일
등)에 개최되는 활동 참가가
금지됨. WIN 팀에 회부되고 WIN
팀의 평가 추천 준수가 복원됨.
필요한 경우 벌칙이 다음
학년도에도 적용됨.

4.

학교에서, 학교 구내에서
또는 학교 행사에서 알코올
또는 약물(학군의 약물 및
알코올 정책에 정의)에
취해 있거나 알코올 또는
약물을 소지하는 경우.

모든 참가가 45 수업일 동안
중단됨. 행정실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중단 조치가
내려지고 45 수업일까지 계속됨.
또한 학생은 중단 기간 동안 비수업일(주말, 서비스일, 휴일 등)에

60 수업일 동안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 또한 학생은 중단 기간 동안
비-수업일(주말, 서비스일, 휴일
등)에 개최되는 활동 참가가
금지됨. WIN 팀에 회부되고 WIN
팀의 평가 추천 준수가 복원됨.

범주 4 위반은 WSD 징계
규칙의 단계 5 위반에
대하여 규정된 제재를 받게
됨. 이러한 위반을
반복하면 모든 학과 병행
행사 참가에서 영구히
제외될 수 있음.

개최되는 활동 참가가 금지됨.
WIN 팀에 회부되고 평가 추천
준수가 복원됨. 필요한 경우 벌칙이
다음 학년도에도 적용됨.

필요한 경우 벌칙이 다음 학년도로
이월됨

모든 학생은 위사이콘 학군의 전체적인 학교 프로그램과 관련된 학교의 정책 및 절차를 숙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군의 학과 병행 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은 반드시 WSD 학생 매뉴얼에 있는 학과
병행 활동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격 및 장학금, 출석 및 자격, 행동 및 징계, 연습
출석, 기타 요건에 관련된 분야가 포함됩니다.
운동, 밴드, 클래스 오피스, 학생위원회, 연극 등, 모든 WSD 학과 병행 활동은 이 행동 강령의 범위와
의미 내에 포함됩니다. 학교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학생과 가족을 위한 긍정적인, 의미 있는,
건강한,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학과 병행 활동에 참여하고 그러한
특전으로부터 혜택을 누리는 학생들은 이 동일한 목적 의식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의: 이 정책의 목적상, “허가되지 않은 물질”이란 용어는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인 물질, 외관상 유사한
물질, 처방 의약품, 처방이 필요 없는 의약품, 알코올 함유 물질, 혹은 잠재적인 기분 전환 물질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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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이콘 TV(WTV) 방송 행동 강령
I. 개요
학생들을 위하여 풍부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WTV(위사이콘 TV)
운영자/교사/매니저의 의도입니다. 학군은 장비/시스템 구입 및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 환경은 콘텐츠 작성 분야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방송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사들과
WTV의 매니저들은 학교 행정관 및 위사이콘 학군 부교육감실의 지원을 받아 본 방송
강령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의 방송 표준 강령(“강령”)은 방송국이 배포할 프로그램의 생성 및 제작에 있어 방송국
직원을 안내하기 위해 WTV(“방송국”)가 채택하였습니다. 방송국의 모든 직원은 강령의
모든 요소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여기에 기술된 대로 그리고 학군의
조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방송국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텔레비전 방송국의 운영 및 관리 모든 측면에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송국은 모든 직원들이 방송국이 배포하기 위해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콘텐츠와 관련하여
성숙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방송국은 방송국이 위사이콘
커뮤니티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강령에서 정한 표준 외에도, 방송국의
모든 직원들은 본 강력과 거의 동일한 WTV 행동 강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방송국이
배포하기 위해 제작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위에서 언급한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II. 적용
강령은 방송국이 배포하기 위해 제작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방송국이 실제로 배포한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이 원래 방송국이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라이브, 라이브 녹화, 방송 전에 대본을 준비할 수 없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의 일부는 대본을 완전히 준비하는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본 강령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강령에서 정한 기준은 방송국이 배포하는 프로그램이 방송, 케이블, 인터넷 또는
기타 배포 방법 등 그 배포 방법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방송국 경영진이 검토하기 위하여
제작된 테스트 프로그램은 반드시 본 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자료에 포함된 노래 가사는 강령의 적용을 받는 다른 프로그램 요소와 마찬가지로 본 강령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III. 집행 및 해석
강령은 학군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와 텔레비전 교사에 의해 방송국 내규가 규정하는 바
대로 집행됩니다. 집행 결정은 처음에는 관련 교사에 의해 내려집니다. 관련 교사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및/또는 학교 행정실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및/또는 학교 행정실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강령에서 정한 특정한 기준의 해석은 반드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또는 텔레비전 교사가 개별적으로 케이스 별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자료가 제시되는 전체적인 맥락이 프로그램 자료의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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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아주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자료를 평가하는 데 있어 (1)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자료의 맥락, (2) 프로그램의 장르, (3) 자료의 작가 또는 제작자의 객관적인 의도, 그리고 (4)
자료의 잠재적 위반 성격이 강령의 해당 조항에 따른 주의 안내 및/또는 오디오 또는 비디오
편집에 의해 완화될 수 있는 정도와 같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IV. 알코올 소비 및 약물 사용
방송국은 알코올이나 불법 약물의 사용에 대해 언급하는 프로그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외: 뉴스 프로그램 맥락에서, 알코올이나 불법 약물의 사용에 관한 묘사는 합리적으로
합법적인 뉴스 이야기에 부합하고 필요해야 합니다.
V. 오디오 및 비디오 편집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또는 텔레비전 교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의 일부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자료를 흐릿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 편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편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을 들을 수 없도록 허용되지 않는 오디오 요소 전체를 반드시 삐 소리 및/또는
묵음 처리해야 합니다. 비디오 편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이미지를 적절한 수단으로 완전히 흐릿하게 처리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VI. 외설적이거나 상스러운 자료
방송국은 외설스러운 자료(연방법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하거나 흐릿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강령의 섹션 VI에 따라 편집되지 않은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설스러운 자료는 “맥락을 고려할 때 방송 매체에 대한
현재 커뮤니티 기준으로 볼 때 명백히 불쾌한 용어로 성적 또는 배설 활동 또는 기관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언어 또는 자료라고 정의됩니다.
자료가 명백히 불쾌한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1) 묘사의 솔직성이나 그래픽의 성격, (2)
자료가 성적 또는 배설 기관 또는 활동 묘사를 상세히 하거나 반복하는지 여부, 그리고 (3)
자료가 영합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흥분 또는 충격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스러움은 “실제로 듣는 대중에게 아주 불쾌하여 짜증이 나는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FCC v. Pacifica Foundation, 438 U.S. 726 (1978)에 있는
“추잡스러운 일곱 단어” 및 유사한 단어의 사용은 강령 섹션 VI에 따라 피하거나 편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텔레비전 교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또는 학교 행정실이 해석하는 추잡한,
상스러운 또는 암시적인 제스처 또는 언어가 포함됩니다.
VII. 음란한 자료
방송국은 음란한 자료(연방법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음란하거나 부적절하게 성적인 암시를 띠는 것으로 간주되려면 (1)
현재의 커뮤니티 기준을 적용할 때 일반인이 자료가 전체적으로 섹스에 지나친 관심을
보인다고 여기고, (2) 자료가 명백히 불쾌한 방법으로, 해당 법률이 구체적으로 규정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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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묘사하거나 기술하고, (3) 전체적으로 볼 때 자료가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과학적
가치가 심히 부족하고/하거나 텔레비전 교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또는 건물 행정실이
부적절하다고 간주하여야 합니다.
VIII. 불쾌한 자료
A. 신체 또는 정신 장애에 관한 자료
방송국은 신체적 장애, 발달 장애 및/또는 기형을 이유로 어느 개인이나 그룹을 조롱하거나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진 프로그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B. 나이, 신조, 민족 또는 출신 국가, 성별, 결혼 상태,

정치적 가입, 인종, 종교 또는 성적 지향성에 관한 자료
방송국은 나이, 신조, 민족 또는 출신 국가, 성별, 결혼 상태, 정치적 가입, 인종, 종교 및/또는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개인 또는 그룹을 조롱하거나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진 프로그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IX. 폭력
방송국은 불필요한 그리고/또는 지나친 폭력 묘사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히 폭력 묘사는 시청자에게 충격을 주거나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폭력 사용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은 지나친 선혈, 고통
또는 육체적 고통에 대한 묘사를 포함하면 안 됩니다.
X. 저작권이 있는 자료
방송국은 미국의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프로그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문학, 음악, 미술, 비디오, 영화 및 기타 지적 작품을 포함하여 원 작품의
작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에 상술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려면 저작권 보유자로부터 서면 허가 또는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보유자의 인정서 제시로는 이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서면 허가 또는 라이선스를 받은 경우, 프로그램은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XI. 절도 또는 공공 기물 파손
방송국은 방송국 재산과 같은 학군 재산의 의도적인 제거 및/또는 파괴를 심각하게
여깁니다. 모든 학생은 방송국 장비(카메라, 미디어,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등)를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기존의 스튜디오 장비, 컴퓨터 랩 또는 기타 방송국 장비를 파괴, 제거,
거칠게 다루거나 어떤 식으로든 변형시키려는 고의적인 시도는 학군의 규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끔 사고가 일어난다고 인정하지만, 방송국 장비에 발생한 손상은 즉시
텔레비전 교사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방송국 재산의 절도(텔레비전 교사 또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확인 또는 동의 없는 물품의
제거로 정의)는 금지됩니다.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개인은 방송국 영역(스튜디오,
통제실, 컴퓨터실, 교실 등)에서 추방되고 재산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재산을 복구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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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밖에서 또는 방과 후 시간에 학생이 사용하기 위한 장비는 교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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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브 탑, 탱크
탑, 끈이 달린 로우 컷 복장은 금지됩니다. 불경스럽거나 의심스러운 언어가 인쇄된
옷은 학교 복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생은 반드시 항상 적절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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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일에는 반드시 락커에
보관해야 합니다.
수업 중에는 겉옷(옷 전체를 지퍼 또는 버튼으로 채우는 코트 또는 자켓)을 입을 수
없으며 반드시 학생의 락커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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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할 사람은 옷이 방송에 부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옷을 갈아입도록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방송 참가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XIII. 방송 절차
방송될 프로그램(내부 채널 또는 외부 채널)은 텔레비전 교사 또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프로그램 채널은 텔레비전 교사 또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업로드/프로그래밍 해야 합니다. 라이브 또는 사전에 녹화한 자료를 승인 없이 방송하는
경우 관계된 개인은 방송국 구역(스튜디오, 통제실, 교실, 컴퓨터실 등 포함)의 출입이
금지되며, 텔레비전 교사, 학교 행정실 및/또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결정하는 다른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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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 징계
아래는 가능한 징계 결과의 예입니다. 모든 위반은 학군의 징계 규칙을 따르며 위반이 중한
정도를 고려하여 해석됩니다. 모든 위반은 학교 행정실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에
보고됩니다.
1. 방송 중 욕설(프로그램 도중에 말하거나 음악, 비디오 클립 등에 포함된 욕설):
A. 1차 위반: 1개월 방송 정지 및 방과 후 학교에 남기
B. 2차 위반: 그해의 잔여 기간 동안 모든 WTV 활동 금지 및 방과 후 학교에
남기
2. 방송 중 외설스러움(제스처, 묵시적 의미, 위 참조):
A. 1차 위반: 1개월 방송 정지 및 방과 후 학교에 남기
B. 2차 위반: 그해의 잔여 기간 동안 모든 WTV 활동 금지 및 방과 후 학교에
남기
3. 공공 기물 파손:
1차 위반:
A. 그해의 잔여 기간 동안 모든 WTV 활동 정지
B. 학교의 손상 평가; 개인이 보상해야 함.
4. 절도:
1차 위반:
A. 그해의 잔여 기간 동안 모든 WTV 활동 정지
B. 교외 정학, 개인은 재산을 반환하거나 보상해야 함.
5. 방송국 시설 안에서 또는 근처에서 무분별한 행동:
1차 위반:
A. 2주 동안 WTV 활동 정지
B. 방과 후 학교에 남기
2차 위반:
A. 1개월 동안 WTV 활동 정지
B. 토요일 등교
3차 위반:
A. 그해의 잔여 기간 동안 모든 WTV 활동 정지
B. 더 엄중한 징계 적용
6. 비방/명예훼손:
A. 1개월 동안 WTV 활동 정지 및 서면 사죄.
7. 스튜디오, 교실, 통제실, 컴퓨터실 등 무단
접근/출입:
A. 1차 위반: 경고
B. 2차 위반: 방과 후 학교에 남기 및 WTV 구역 출입 금지
8. 복장 규정 위반
A. 학생은 적절한 의상으로 바꿔 입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방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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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할

수 없음
9. 불복종
A. 그해의 잔여 기간 동안 모든 WTV 활동 정지
B. 방과 후 학교에 남기
10. 스튜디오/교실 공간에서의 식음료
A. 1차 위반: 경고
B. 2차 위반: 1개월 동안 WTV 활동 정지
이를 위하여, 부교육감실과 함께 텔레비전 교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학교 행정실은 본 행동
강령을 지지하고 집행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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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이콘 중학교 학생위원회 헌장 및 내규
I.

목적 및 미션 선언서
A. 목적
위사이콘 중학교 학생위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학교 프로그램 및 학생 생활의 개선
 학교 일에 학생들의 대표하고 참여를 통하여 민주적인 학교 정부 제공


리더십, 시민의식, 학교 정신 및 학교의 자긍심을 기반으로 한 영예의 표준 확립.
B. 미션 선언서
 위사이콘 중학교 학생위원회의 목적은 다양한 오락 활동, 체험 및 자금 모집을
기획하고 촉진함으로써 학생과 직원 모두의 필요성을 충족하여 안전하고 긍정적인
학습 환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위사이콘 중학교의 학생위원회는 행동과 말 모든 면에서 학교 시민의 모범을 보일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여기에는 컨퍼런스 참여,
학교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배운 것 적용,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즐거운 활동의 기획, 추진 및 참석, 학생, 교사 및 행정관 사이의 가교 역할, 금전적
의사 결정, 기금 모집, 커뮤니티에 대한 봉사, 가능하고 적절한 때 학교의 모든 다른
그룹 지원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위사이콘 중학교 학생위원회는 우리의 학교 커뮤니티가 선입견을 버리고 모두를
개인으로서 봄으로써 다양성과 공평성을 포용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전
학생, 직원 및 행정실의 아이디어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열린 커뮤니케이션,
지적 도전, 지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거주하는 커뮤니티를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학생이 고등 교육과 성인 생활을 준비하도록 해주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원합니다.

II. 학생위원회 회원
A. 선발된 8 학년 간부 (4)
 회장



B.




부회장
비서
재무
임명된 학년 대표자 (17)
8 학년 회원 6 명
7 학년 회원 6 명
6 학년 회원 5 명

III. 회원의 의무
A.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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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위원회 간부
모든 임원회의 및 총회에 참석하고 이를 주재.
학생위원회의 헌장 및 내규를 제시하고 준수.
후원자의 승인을 받아 언제든 특별 임원회의 또는 총회 소집.
모든 위원회의 모든 회장 지명.


동수인 경우에만 투표권 행사.

어드바이저와의 정기적인 만남.

모든 학생위원회 활동 참가.

PASC 리더십 컨퍼런스 참석.

항상 WMS 의 롤 모델 역할.
B. 부회장 - 학생위원회 간부
 모든 임원회의 및 총회 참석.

회장 부재 시 또는 궐위 시 회장의 모든 의무 인수.

회장 및/또는 위원회가 부과한 모든 의무 수행.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사람을 총회에서 나가게 할 권한 보유.

학교 내 성인들과의 연락책 역할.

모든 학생위원회 활동 참가.

PASC 리더십 컨퍼런스 참석.

항상 WMS 의 롤 모델 역할.
C. 비서 - 학생위원회 간부

모든 임원회의 및 총회 참석.
 모든 회의의 모든 의사 기록 보관 및 관리.

회원들의 모든 회의 참석 기록 보관 및 관리.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의사록을 볼 수 있도록 함. (게시판)
 모든 중요한 수신 우편물 보관.
 일체의 잡다한 서류 보관.
 모든 학생위원회 활동 기록(달력) 보관 및 관리.
 뉴스레터의 월별 기사 작성.
 모든 학생위원회 활동 참가.
 PASC 리더십 컨퍼런스 참석.
 항상 WMS 의 롤 모델 역할.
D. 재무 - 학생위원회 간부
 모든 임원회의 및 총회 참석.

학생위원회 경비에 대한 현행 기록 보관.
 영수증 및 수표 요청서 추적.
 학생 활동 수표 요청서에 서명.
 행사 후 자금 집계 및 예치 처리.

재무 문제 관련 WMS 와 커뮤니티 사이의 연락 담당자.
 학생위원회 자금에 대한 완전한 월간 보고서를 학생위원회에 제출.
 모든 학생위원회 활동 참가.
 PASC 리더십 컨퍼런스 참석.
 항상 WMS 의 롤 모델 역할.
E. 대표
 모든 임원회의 및 총회 참석.
 WMS 학생위원회가 자신에게 위임한 모든 의무 수행.

학생위원회의 위원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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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모든 학생위원회 활동 참가.
항상 WMS 의 롤 모델 역할.
** 학생위원회를 고려하고 있는 6 학년 학생은 WMS 밴드 또는 합창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같은 시간에 만나기
때문입니다.

직위 해제
A. 간부와 대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 직위가 해제됩니다.
 섹션 III 에 있는 일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고/당하거나 퇴학을 당한 때
 각 수업에서 각 학기 C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때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일 때
 간부/대표는 등급 평균 또는 행동 위반에 대하여 한 번의 5 주 근신 기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어드바이저, 학교 행정관 및 학생위원회 회원의 재량 사항입니다.

V

불참
A. 회원에게는 최대 3 번의 회의 불참이 허용됩니다. 누적하여 3 번 이상 불참하는 경우
직위가 해제됩니다. 여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 결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B. 불참 전에 후원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불참은 산입됩니다.

VI

위원회
A.
회장은 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합니다.
B. 모든 위원회는 특별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됩니다.

VII

투표
A.



B.


VIII

의결권 행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제청해야 합니다.
동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실제 의결권 행사
회장은 모두에게 찬성, 반대, 기권을 요청합니다. 다수결에 의해 동의는 통과되거나
폐기됩니다. 학생위원회 회원은 각자 한 표를 가집니다. 의장은 예외입니다.
의결하려면 반드시 의결권이 있는 회원의 2/3 정족수가 참석해야 합니다.

아이디어 제시
A. 아이디어는 “신규 사업” 안건에서 위원회에 제시됩니다.
B. 위원회는 아이디어를 논의합니다.
C. 위원회는 반드시 이슈에 대해 투표해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통과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추가 발의를 제안할 수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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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선출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통과되는 경우, 위원회는 승인을 위해 아이디어를 행정실에
넘깁니다.

학생은 5 월에 다음 절차에 따라 학생위원회 간부로 선출됩니다. 참고:
미션 선언서에
부합하도록 WMS 학생위원회 간부는 반드시 전 학생들의 다양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A. 7 학년도 말에 학생위원회 간부로 출마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간부
출마 의향서(Intent to Run for Office)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모든 절차와
기대 사항을 약술하고 있으며, 교사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 양식은 학생이
간부로 출마하려면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B. 최초 서류 작성을 마친 학생은 반드시 “WMS 학생위원회 간부가 되어야
하는 이유”(Why I should be a WMS SC Officer)라는 질문에 답하는 다섯 단락의
에세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어드바이저, 현재의 간부 한 명, 교사 한 명,
PTC 임원 이사회 회원 한 명(가능한 경우) 및 WMS 행정관 한 명이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에세이를 쓴 학생은 패널(어드바이저, 현재의 학생위원회 간부 한
명, 교사 한 명, PTC 임원 이사회 회원 한 명(가능한 경우) 및 WMS 행정관 한 명)이
면접하게 됩니다. 이 패널 면접 및 에세이 결과는 학생이 간부로 출마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C. 패널을 통하여 승인 받은 학생은 아트리움에 붙일 대형 포스터 한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선거 자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D. 패널을 통하여 승인 받은 학생은 투표자에게 아침에 방송되는 발표에 방송될
2 분짜리 연설을 작성하게 됩니다.
E. 6 학년과 7 학년 학생들에 의한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 최종 4 명의 간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X

학년 대표 지명
다가올 학년도에 대한 8 학년 및 7 학년 대표를 5 월에 지명합니다.
6 학년 대표는 다음 9 월에 지명합니다(학교 입학 직후).
대표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지명합니다.
A. 관심있는 학생은 세 명의 교사의 서명을 받아 지원서를 작성한 다음 마감일까지
제출한다.
B. 서류 작성을 끝내고 후보 기준(XI 참조)을 충족하는 학생은 “WMS 학생위원회
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Why I should be selected for WMS Student Council)에
답하는 다섯 단락의 에세이를 작성한다.
C. 에세이는 어드바이저, 한 명의 현재 간부 및 한 명의 행정관이 읽고 점수를 메긴다.
D. 후보 기준(부록 참조)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선정됩니다.
구체적인 선발 학생수는 II 를 참조하십시오.
XI. 학생위원회 간부 및 대표 후보 자격
A. 후보는 과거 학년도에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정학을 당한 적이 없는 모범적인 WMS
시민이어야 합니다.
B. 후보는 학생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C. 후보는 세 명의 교사가 후보의 성격을 보증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D. 후보는 과거 학년도에 하나라도 C 등급 이하가 없이 성적이 우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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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XI

회의
A.

후보는 긍정적인 리더인 동시에 동료들에게 롤 모델이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위원회 회원은 어드바이저의 홈룸의 일부이며 매일 홈룸에 출석해야

합니다.
회의 및 작업 세션은 어드바이저 날 중에 개최됩니다.
B. 필요한 경우, 방과 후 회의가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소집될 수 있으며 최소
1 주일 전에 사전 통지하게 됩니다.
XII

개정 절차
A. 조직을 규율하는 어느 문서나 일련의 규칙도 하자가 없을 수 없고 존재하는 동안 언젠가
변경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우리는 이 헌장의 변경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B. 학생위원회의 의결권을 가진 회원의 3/4 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때, 본 헌장의 개정을
제안해야 합니다. 학생위원회의 의결권을 가진 회원 3/4 의 승인을 받으면 인준이
이루어집니다.
C. 이 개정 절차에 대한 승인은 위에 설명한 바 대로 이루어지며 행정실의 승인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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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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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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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