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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내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WHAT TO DO IF YOUR CHILD IS BUL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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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교육청 (NYC Department of Education)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장하며, 이것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행사하는 압력 (harassment), 위협 
(intimidation), 그리고/또는 괴롭힘 (bullying)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종 (race), 성별 (gender), 성적 취향 (sexual orientation), 장애 (disability), 
또는 몸무게 (weight)를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관련된 차별 (discrimination), 강압 (harassment), 위협 (intimidation) 그리고 괴롭힘 
(bullying)은 금지되어있습니다:  

• 학교 소유의 재산 (property) 
• 교육청 (DOE) 차량들 
• 학생의 교육이나 학교 공동체의 복지 (welfare)를 방해하는 학교 소유가 아닌 물건들  

괴롭힘의 행동들 (Bullying behaviors)은 신체적 (physical)이거나, 말 (verbal) 또는 글 
(written)의 형태일 수 있으며, 교육청 (DOE)에서는 다음과 같은 – 그러나 이것에만 국한되지 
않은 –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BULLYING)이란 무엇인가? 

상대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 (bullying)은 자녀의 학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뉴욕 주에 있는 학교들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괴롭힘 (bullying)으로부터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자세한 정책들 (policies)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학생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글이나 그림으로 된 자료들 

(벽이나 물체 표면의 낙서, 사진, 그림, 비디오 등) 

• 의도적인 그리고/또는 공격적인 왕따 (social exclusion) 

• 악의적인 이름붙이기 (Name-calling) 

• 무례하게 대하기 (derogatory) 

•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괴롭힘 (Cyber-bullying) 

• 신체적 폭력 (physical violence) 

• 스토킹 (stalking) 

• 위협 (threats) 

• 놀림 (teasing) 

• 적대적인 몸짓 (hostile ges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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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은 자신이 당한 부당한 압력 (harassment), 차별 (discrimination), 위협  
(intimidation) 또는 괴롭힘 (bullying)에 대해 학교 관계자 누구에게든 구두 (verbally)  
또는 서면 (in writing)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학교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을 RFA (Respect for All)  
liaisons 이라고하며, 교육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전문가입니다.  

2. 만일 학생이 학교 직원에게 신고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익명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Office of School and Youth Development (OSYP)로  
이메일을 보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RespectforAll@schools.nyc.gov  

3. 학교 관계자는 학생을 대신해서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RFA liaison 에게 제출할 것이며,  
모든 보고서들은 학교에 보관됩니다.  

4. 부모 역시 RFA liaison 에게 직접 또는 서면으로 사건을 보고할 수 있으며, RespectforAll@
schools.nyc.gov 로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할 것인가 

1. 학교는 사건 발생 24 시간 안에 교육부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 (Online Occurrence Reporting 
System: OORS)에 접수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이 경찰에 넘겨져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학생의 익명성은 주 법 (state law)과 연방법 (federal law)에 의해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2. 사건이 접수된 지 5 일 안에 학교장/RFA liaison 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행해야 합니다: 
피해자로 알려진 학생을 인터뷰하기 피해자에게 사건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인터뷰하고, 진술서에 담긴 모든 행동들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하기 가해자에게 사건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기 
증인들을 인터뷰하고 모든 증인들로부터 서면으로 된 진술서를 제공받기  

3. 만일 이러한 절차가 피해 학생에게 어떤 식으로든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학교장/RFA liaison 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부모들을 권고해야만 합니다.  

4. 학교는 관련된 모든 부모들에게 조사 결과에 대해 통지할 것입니다. 

조사 (INVESTIGATION) 



추후 관리 (FOLLOW-UP) 

Office of School and Youth Development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Room 218

New York, NY 10007
(212) 374 6834, fax (212) 374-5751

1.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은 상담지도사 (guidance counselor)나 학교 사회복지사 (social 
worker) 또는 다른 적합한 학교 직원들에게 각각 따로 상담을 받도록 의뢰될 것입니다.  

2. 학교장은 타인에 대한 민감성 훈련 (sensitivity training)과 같은 치료 방법을 사용하거나 지역 
사회에 기반한 상담 관련 단체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3. 학교 정책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는 학생들은 교육청의 Discipline Code and Chancellor’s 
Regulation A-443 에 의거한 징계 (disciplinary action)를 받게 될 것입니다.  

4. 학교장/RFA liaison 은 해당 행동들이 완전히 중단되었는지를 확인 해야만 합니다.  

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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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영어 원본은 INCLUDEnyc가 제작하였습니다 www.includenyc.org. 위의 번역은 Community 
Inclusion & Development Alliance (CIDA)의 협력으로 제공되었습니다. CIDA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돕기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 (501(c)3 Non-Profit organization)로서, 뉴욕 주의 퀸즈, 나소 
및 서포크 카운티의 한인 가족을 지원하는 연방 학부모 지원센터입니다. www.cidainfo.com. 

www.includenyc.org
http://www.cidainf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