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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신속한 안내
학교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배우기 위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은 정중하고 친절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살펴야
하며 위험한 것 (상황)을 접할 때에는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이 책자는
굳건하고, 행복하고, 창의적인 학교 공동체 조성을 돕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권리
여러분은 정중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중하게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교사 또는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성인에게 말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조용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아프게
하거나,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신체적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소유물이 학교에서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권리가 있으나 비싼 물건이나 학생에게 매우 귀중한 물건은 학교에
가져오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분실하거나 사고로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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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학교 규칙에 수긍하지 않는다면, 방해받거나 벌을
받지 않고도 정중하게 여러분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인이 내린 결정이 공평하지
않다고 여기면, 교사 또는 학교장과 의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예약하여 교사나 학교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규칙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여러분은 발생한 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발생한
일에 대해 여러분은 글로 서술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으나,
여러분이 구두로 설명하는 것을 원할 때에는 글로 서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
 모든 사람은 함께 협력해야 하고 여러분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권리와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는 학교 공동체에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은 한, 매일 학교에 출석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정각에
학급에 도착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경청하고 지시 사항을 따르며 학업을
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학교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는 신체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어떤 것도 학교에 가져와서는 안 되며,
특히 성냥이나 라이터, 약물, 담배, 알코올, 총, 탄약, 폭죽, 칼 또는 다른
종류의 무기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위험하게 생긴 것을
목격하면, 즉시 교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해당 시간에 알맞은 양의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성인이 학교 보건실로 약을 가져와야 하고 실수로 다른
사람이 학생의 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욕설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의 바르고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자신의 학업을 완수하고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을 베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합니다. 차례를
지킵니다. 성인이 여러분을 부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몸을 돌려 성인의 말을
경청합니다.
 여러분은 컴퓨터, 휴대폰, 태블릿 또는 다른 전자기기를 학교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사의 말을 잘 듣고 교사가 여러분에게 허락할 때만 전자기기를
사용합니다. 학교는 여러분이 이러한 기기를 분실하거나 고장 낸 것을
지불할 수 없으므로 여러분이 잘 간수해야 합니다. 버스 안에서 여러분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자기기로 게임을 할 수는 있으나, 전화 통화는 할
수 없습니다.
 실수를 하면 시정하도록 노력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고장 냈거나 깨뜨렸을
때는 교사에게 보고하여 그것을 고치거나 대체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교사와 함께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다면, 사과를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상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복장 규범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적합한 복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놀기도 하며 어떤 날은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고 또는 체육
시간에 참여합니다.
 불법 행위, 갱, 무기, 약물, 알코올을 옹호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의 말이나 그림이 있는
의복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욕설이 들어있는 말 또는 천박하거나 음란한 그림이 있는 의복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학교는 복장 규정에 대한 추가의 규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버스 정거장, 버스 안, 현장학습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다른 활동에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준수하는 것과 같은 규칙을 따르나, 안전 유지를 위해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룹과 함께 머물며 행동합니다. 보도나 잔디
위에 서 있어야 하며 거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버스 안에서는 손을
창밖으로 내밀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으며 조용한 음성으로 말합니다. 버스
안, 학교 활동 또는 현장학습 시에 성냥, 라이터, 담배, 알코올, 약물이나
무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절대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따돌리고 (왕따) 괴롭히고 잘못 대우하는 행동
학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서 왔으며 많은 다른
언어들을 구사합니다. 그들은 다른 크기의 신체, 모습,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다른 유형의 가족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학생에게 화가 났다고 해서 또는 그
학생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시키기 위해 놀리거나 괴롭히며 따돌려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또는 온라인상에서 놀림을 받고 있거나 괴롭힘
(왕따)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면, 그냥 묵인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 (왕따)을 하는 사람에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학생에게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음을 알리고 여러분과 함께 그 장소를
떠나자고 말합니다. 괴롭히는 행동을 멈추지 않을 때에는 성인에게 알립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면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러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면, 즉시 성인에게 알립니다. 사람을 해치고, 무섭게 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신속한 안내서 는 간략한 개요로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모든 학생의 행동에는 현행
규정 2601 에 있는 자세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