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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 여러분들께:
Killeen 독립 교육구는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성실한 학업태도로 자신들의
최대한의 학습 잠재성을 이룰 수 있는 학교에 출석하고자 하는 수 천의 학생들을
가질 수 있어 이를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그들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한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문서에 명시된 정책 및 규칙들은 학생
품행을 안전하고, 질서정연하게 이끄는 풍토로 안내하는데 있습니다. 학생 행동
강령에 설명된 정책 및 지침들은 행동 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물론 품행에
대한 기대들을 학생, 부모 및 직원에게 제공합니다.
행동 강령 정책을 무시하는 소수의 학생의 경우, 점진적인 징계 조치가 실시됩니다.
소수의 학생들이 규칙을 준수하는 대부분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방해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필요시 행동 강령 정책은 법 집행 담당자 및
학교 담당자가 엄격하게 집행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성취도를 진전시키는데 있으며, 이 사명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어,
학부모와 학생이 학생 행동에 대한 이러한 정책과 기대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 강령이 준수 될 때, 학생들은 안전하며, 성공을 위한 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나 염려사항이 있으시면, 학교 교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
보호자 및 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은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학생에게 탁월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2018-2019 학년도가 모든 면에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사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ohn M. Craft, Ed. D.
학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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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en 독립 교육구
학생 행동 강령
2018 - 2019
학생 행동 강령의 목적
다음 학생 행동 강령은 텍사스 교육 법령 제 37 장의 필수요건에 대한 교육구의 답변입니다.
법령은 교육구가 학생 행동 기준을 제정하고 학생이 교실, 학교, 대체 징계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적당하고 대체 징계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전되고 또는 정학, 퇴학당하는 근거를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동 강령은 예상되는 행동, 불미스러운 행동의 결과, 행정적 징계 절차에
관한 정보를 부모와 학생에게 제공합니다. 본 강령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징계 처리에 대한 절차,
비행의 결과 및 행위에 대한 예상과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례로 행동 강령의 사본이나 액세스를 제공하며 강령의 사본은 또한 교육구의 각 학교
교장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행동 강령은 교육구의 웹사이트 (www.killeenisd.org)에서 볼 수
있으며 웹사이트에서 언제든지 액세스 또는 인쇄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없으면, 자녀 학교의
교장실에서 요청시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강령은 계약서가 아니며 교육구에 의해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령의 변경이나
수정은 이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동 강령의 위반은 교육구의 징계 회부 양식을 이용해 교사와 기타 전문 교직원들에 의해
문서화됩니다.
교사와 교장은 학생 행동 강령에 나와있는 조항이외에도 학교나 교실 규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교실에 게시될 수 있고 또는 학생에게 주어질 수 있고 학생 행동 강령의 위반에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지 문서
학생 행동 강령의 액세스 통지를 인정하는 문서를 부모와 학생이 서명하고 제출하는 것, 그리고 모든 학생이
행동의 책임을 지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행동 강령에 대한 질문은 학교 교장이나
담당자와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부모나 학생이 문서에 서명하지않는다고 학생 행동 강령의 권한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학생에게 기대되는 사항과 행동 기준
각 학생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기대됩니다:
• 매일 등교시 적절한 학습자료 (책, 연필이나 펜, 계획표, 기타 필요한 물품)와 숙제를 가져와 각 학급에
대한 준비 한다.
• 책임있는 행동을 하며 항상 자기 절제력을 실천한다.
• 시간을 지킨다. 지정된 장소에 정시에 가고 과제 준비를 한다.
• 다른사람들이 친절하고 존중스럽게 대하지 않아도 학생은 학생, 교사, 기타 학교와 교육구 교직원들에게
친절하고 존중히 대해야 한다.
• 다른 학생과 KISD (Killeen 독립 교육구) 교직원들에게 적절한 매너로 말하고 행동을 취한다. 언쟁을
하거나, 부적절한 몸짓, 괴롭히고, 놀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 다른 학생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교육구 재산 및 시설물을 귀하게 다룬다.
• 위험한 행동과/또는 상황을 교직원에게 보고하여 안전한 학교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교직원들과
협동하고 돕는다.
• 학교, 학교 버스, 그리고 모든 학교내외에서 모든 학교, 교실 규칙, 학생 행동 강령을 준수한다.
• KISD의 공표된 복장 규칙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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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방침
한 학교 교육구로써, KISD는 구두 또는 신체적 공격, 마약 위반, 무기 위반, 갱 활동과 같은 범죄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도의 법 적용내에서 기소 집행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는
학생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교육구는 다음과 같이 집행할 것입니다.
1.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반드시 유지해야한다. 그리고
2. 추가적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빠르고 실제적이며 계속적인 처벌을 가한다.
3. 이사회 방침 (학생 행동 강령 포함) 과 학생 핸드북의 조항간에 상충되는 경우, 이사회 방침 및 학생 행동
강령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징계 권한
텍사스 주의회는 독립 교육구의 관리와 학생 훈계 권한을 이사회와 이사회 직원들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학교는 학교에서나 또는 외부에서 학교의 이해가 관련될 때마다 학급과 학교
후원 행사와 연계되어 또는 독립적으로 학생 훈계를 실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교육구의 관할구역이 학교 건물에서 300 피트 이상으로 연장됩니다. (대체 징계
교육 배정과 퇴학 참조)
교육구의 관할구역은 공공에서 공연하고 또는 경쟁적인 행사에 참여하여 학교나 교육구를 대표하고/또는
학교나 교육구를 대표하는 명예직이나 영향력이 있는 직책을 갖는 학생에 대해 연장됩니다.
KISD 경찰국은 또한 각 중고등학교의 1000 피트내에 Killeen과 Harker Heights 경찰국과 동시에 관할구역을
갖습니다.

장애 학생
§504 또는 특수 교육에 따른 장애 학생이 DAEP나 JJAEP 배정이 권고되는 경우에는, §504 또는
ARD 위원회 회의를 열어 해당 불미 행위가 학생 장애의 징후인지를 판정할 것입니다. 불미
행위가 장애의 징후가 아니라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장애 학생은 DAEP 배정 또는 퇴학 그리고
JJAEP로의 배정 권고와 함께 징계를 위한 정당한 절차의 청문회를 위해 교육구 청문회 임원에게
인계될 것입니다.

장애 학생: 타이틀 II 코디네이터
교육구는 1973년 재활법안의 섹션 504 필수요건을 통합하고 연장하는 1990년 장애 미국인 법
타이틀 II의 의무를 준수하고 실행할 다음의 코디네이터를 임명하였습니다:
학생/교육구/지역사회 관계 국장: Angenet Wilkerson
902 N. 10th Street
Killeen, TX 76541
(254) 336-1707
§504 에 관련한 질문은 다음으로 연락주십시오:
902 N. 10th Street
Killeen, TX 76541
(254) 336-0374

Michelle Oswalt (초등)
Chiquata Wright (중등)

수색과 압수
교육구는 교육구가 금지한 물품이나 물건이 들어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어지고 또한 학습 분위기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백팩 가방, 의류, 물품, 손가방, 학생이 학교로 운전하고와 학교
건물내에 주차한 자동차등의 개인 재산을 행적적으로 수색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구는 또한
학교 이사회 방침에 따라 행정적 수색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색은 주차장, 교실, 개인
사물함, 학교의 공동지역을 포함할 수 있고 금속 탐지기와/또는 훈련받은 수색견의 사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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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인터뷰 권한
교육구 직원이 고발된 불미행위를 조사할 경우, 학생은 필요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해야할 수도
있고 또는 학생 자신의 행위나 다른 항생의 행위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서 작성
거부를 포함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학생은 불복종으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조사 절차는 지연없이 실시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진정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최대의 처벌
최대의 처벌은 금지되거나 불법 행위에 가담한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
•
•

정학, 학교내 (ISS) 및 / 또는 학교 외에서(OSS)
대체 징계 환경으로 배정
퇴학 또는 청소년 사법 대체 교육 프로그램 (JJAEP)으로의 배정
외부 기관이나 사법기관으로 인계

상기 처벌이외에도, 범죄 행위는 소환장 발부, 기소, 체포, 수감, 청소년 보호감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 행정적 조치이외에, 형사 기소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위반행위
(이 카테고리의 모든 위반은 징계 대체 교육 배정 (DAEP)의 대상이되며, 범죄나, 범죄 기소로
간주되는 위반에 해당된다)
폭행 (101)
폭행은 다른 사람에 대한 구두나 신체적 공격을 포함합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A.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즉각적인 신체 부상으로 위협하는 것.
B. 다른 사람에게 혐오적이고 도발적이며 원치않는 행동으로 간주되고 또는 합리적으로 볼때
그럴 것이라고 믿는 신체적 접촉을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것.
주: 교직원을 상대로 행해지는 폭행으로 간주되는 모든학생의 불미스런 행위는 DAEP로의
배정이나 퇴학으로 징계받을 것입니다.
(학생 행동 강령의 징계 대체 교육 배정 참조)

왕따/사이버 왕따 (102)
이는 힘의 불균형을 악용하고 학생의 서면 또는 구두 표현, 전자 수단을 통한 표현에 가담하고
있는 다른 학생의 지시로 한 명이상의 학생 행위의 패턴이나 일인 학생의 유의한 행위 또는 학교가
후원하거나 또는 학교 관련 활동, 또는 교육구가 운영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행위를
의미하며,
1. 학생에게 신체적 부상을 입혔거나 입히게되고, 학생의 물건을 손상시키고, 또는
합리적으로 보아 학생 자신이나 학생의 물건에 피해를 입히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 또는
2. 충분히 심각하며 지속적이고 만연적이어서 행동이나 위협이 학생에게 공포스럽고
협박적이며 겁을 주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
상기에 설명된 행동은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 괴롭힘으로 간주됩니다:
1. 만일 학생이 교실 / 학교의 교육 과정 또는 질서있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방해하거나 또는
2. 학교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나, 그리고 사이버 왕따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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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투여 기구 (100)
학생은 학교 건물이나 학교 관련 활동에서 심리학적 또는 생리학적 부작용을 사람에게
유발시키는 목적으로 설계, 제작, 개조된 화학물 투여 기구를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형법
46.01(14))

컴퓨터 위반 (103)
KISD 컴퓨터 네트워크의 사용은 특권이며 권리는 아닙니다. 또한 컴퓨터 네트워크 사용 조건이
“사용 허용 방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구내 여러 컴퓨터 네트워크의 남용은 네트워크 사용
특권의 손실 그리고/또는 기타 징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에 대한 행동/차별 (104)
교육구는 한 개인에 대한 모욕 또는 비하적인 행동, 또는 인종, 성명, 장애, 신체적 상태, 민족,
종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한 모욕, 비하적인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학생은 예상되는
폭력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거나 정상적 학교 운영에 심각한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 민족,
종교, 인종 그룹을 모욕하거나 공격해서는 안됩니다 (구두나 문자로).

범죄적 행위 (100)
범죄적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파손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적 침입 (100)
범죄적 침입 경고를 받은 학생은 어느 학교나 교육구 건물에 들어올 수 없으며 학교 후원 또는
관련 활동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 왕따 (102)
휴대 전화 또는 다른 류의 전화나, 컴퓨터, 카메라, 전자 메일, 인스턴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앱,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기타 인터넷 기반 통신 도구등의 사용을 포함하는, 모든 전자
통신 장치 사용을 통해 수행되는 왕따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TEC §37.0832)

반항 (105)
반항이란 권위에 대한 경멸적 무시 또는 도전을 말합니다.

학급, 통학 방해 (106) 및/또는 법적 집회(시위)(100)
학생이 교실안에서나 외부에서 시간, 장소, 행동등의 어떠한 이유로던지 교실내 학습을
방해하거나 심각한 무질서를 일으키고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학생 시위나 유사한 행동은 학교 관계자들이 합리적으로 보아 정상적 학교 운영이나 허가된 학교
행사에 심각한 방해가 되거나 침해가 된다고 여기면 금지됩니다. (TEC §37.124)

강탈, 강요, 협박 (100)
원치않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이나 기타 물품을 뜯어내거나 힘 또는 힘의 위협으로 다른 사람을
강제로 행동하게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신분 제시 거부 (100)
학교 교직원이 요구하였을때 학생은 올바르게 즉시 자신의 신분을 제시해야 합니다.

싸움 (41)
싸움은 두 학생 이상이 신체적으로 서로 대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소란 (예, 싸움
또는 언쟁)의 유발, 또는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유발하거나 돕기위해,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위법행위를 하도록 사주, 조장, 지시, 지원하거나 지원의 시도를 포함합니다(형법 7.02 (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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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죽 (100)
교육구 건물내에서 (학교 버스를 포함해) 어떠한 종류의 폭죽을 소유하고/또는 발사하는 학생은
징계될 것이며 범죄 기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죽”이란 “불, 연기, 소음을 발생시키는
폭발물이나 가연성 불질”을 말합니다. 폭죽은 불꽃놀이 폭죽, 손에 드는 폭죽, 섬광, 악취탄,
연기탄, 알람 기기, “파퍼”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위조/문서 위조 또는 사칭(100)
위조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통행증과 부모 편지 또는 의료 증명서를 포함해 문서에 서명하는
일들이 포함됩니다. 문서 위조 또는 사칭은 어떠한 이유로 원본 문서를 위조하거나 가짜 정보를
담고있는 문서의 제시를 말합니다. 또한 학교 관계자가 조사하고 있는 고발된 징계 대상 위반
행위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거나 기타 호도 (정보를 감추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박 (100)
학생은 학교에서나 학교버스, 학교 후원 또는 관련 행사에서 도박을 해서는 안됩니다.

낙서 (100)
건물 소유주의 효력있는 동의없이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에 글자,
슬로건, 그림, 도화를 포함하여 표시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괴롭힘 (107)
학교 버스 또는 버스 정거장을 포함하여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학교 건물이나 학교 관련
행사에서 모든 형태의 괴롭힘은 금지됩니다. 괴롭힘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 다른 학생에게 피해나 신체적 부상의 위협을 가하는 것,
• 성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
• 다른 학생의 물건에 물리적 파손을 가하는 것,
• 다른 학생을 신체적으로 통제하거나 가두려하는 것, 또는
• 다른 학생의 신체적 또는 정서적 건강이나 안전을 크게 해치는 위해적 행동을 하는 것.

신참 학생 못살게 굴기 (100)
신참 학생 못살게 굴기는 한 조직에 가입거나 관계를 맺고 임직을 수행 또는 회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의 정서 또는 신체적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적이고 의도적 또는 무모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학생을 배척하려고 겁을 주거나 위협하는 행위, 극한 정신적
스트레스, 수치심, 모욕을 주는 행위, 학생의 정신건강이나 존중심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등록의 유지를 좌절시키려 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보아 학생이 상기
설명된 행위에 복종하는 대신 조직이나 교육기관을 탈퇴하게 만드는 행위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TEC § 37.151)

히트 리스트 (100)
학생은 학교, 학교 버스내, 학교 건물내외부에서의 학교 관련 또는 학교 후원 행사에서 히트
리스트를 만들거나 배포,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히트 리스트”란 총기류, 칼, 기타 물체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히려는 사람들의
타깃 리스트를 말합니다. (TEC §37.001(b)(2))

불복종 (108)
불복종은 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 교직원이 내린 불법이 아니고
비윤리적이 아닌 지도나 지시사항은 법적 지시로 간주됩니다. 불복종에는 또한 학교 방침, 규칙,
규제를 따르지 않는것과 학교 관계자가 결정한 징계 처벌을 거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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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조퇴 (100)
학생은 학교 건물, 학교 후원 행사, 교실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허가없이 떠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에 도착하면 점심 시간에 외출 할 수있는 10 학년, 11 학년 또는 12 학년 또는 수업을
모두 마친 학생을 제외하고, 사무적인 허가없이 학교 수업 중 언제든지 학교 캠퍼스를 떠날 수
없습니다. 취업 협력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은 수업이 끝나면 캠퍼스를 떠날 수 있습니다.
점심먹으러 외출했다가 교내로 돌아오는 10 학년, 11 학년 또는 12 학년 학생들은 반드시 ID
(학생증) 를 착용하거나 보여 주도록 준비하여 교내 밖에 있는 동안 학생증을 보여달라고 요구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교내를 벗어나는 10 학년, 11 학년 또는 12 학년
학생들의 특권은 학교 외출 금지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학생 개인에게 취소될 수 있습니다.
KISD 의 모든 학교는 신입생에게 교내 밖의 외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10 학년, 11 학년 12 학년
학생들은 점심을 위해 교내 밖으로의 외출이 허용됩니다. 10 학년, 11 학년 12 학년 학생이
신입생을 교내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시도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나머지 학년동안 교내 밖
외출 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학교 교장 또는 교장 지정인의 적절한 판단에 따른 기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입생은 점심시간에 교내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정된 식사 장소 밖에서 먹거나 마시는
경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생 동안 교내 밖 외출 규칙을 어기는 9 학년 학생들은
상급생으로서의 교내 밖 외출 특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외설적 행동 (118)
학생은 학교 건물내에 있거나 학교 내외부에서의 학교 행사 참석 도중 불미스러운 노출, 성적 노출,
성적 접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의약품 (120), 담배(33), 유사 약물(121) 남용
학생 행동 강령의 제 37장 텍사스 교육 법령 섹션 대체 징계 교육 프로그램의 필수요건 이외에,
학생은 학교 건물내에서나 버스, 또는 학교 후원 행사에서 다음의 위법행위를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A. 학생의 고유 처방 의약품 (흡입제 포함) 을 남용, 처방 의약품을 다른 학생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처방 의약품을 소유 또는 복용하는 것;
B. 교육구 방침 FFAC (지역) 에 명시된 것 이외에 처방 의약품이나 일반 판매 의약품을
학교에서 소유하거나 복용하는 것;
C. 금지된 약물과 관련된 용품을 소지, 사용, 주거나 또는 판매하는 것;
D. 접착제와 에어로졸 페인트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고 흡입용 화학약품을 소지, 사용,
주거나 판매하는 것;
E. 약품이나 금지품으로 보이는 유사한 약품이나 물품을 소지, 판매하는 것;
F. 어떠한 종류의 담배나 담배류 제품 (예, 담배, 시가, 파이프, 코담배, 씹는 담배, 성냥,
라이터) 을 소지, 사용, 주거나 판매하는 것.
G. 어떤 형태의 액체 니코틴 또는 니코틴 관련 제품 (예, 전자 담배, 액체 담배, 담배 카트리지
또는 파이프 담배) 을 사용,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것) (학생 행동 강령의 징계 대체 배정 참조)

계속되는 불미스러운 행위 (117)
“계속되는 불미스러운 행위”는 학생 행동 강령의 일반적 4 건 이상의 별개 위반사항 또는 동일
위법행위의 반복된 위반을 말합니다.

계속되는 경미적 불미스러운 행위 (109)
계속되는 경미적 불미스러운 행위는 반복적인 동일 경범 위반행위, 반복적인 별개의 경범
위반행위, 또는 기타 통지된 학교, 교실 행동 기준의 반복적 위반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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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이나 전자 자료의 소지 (100)
불법 행동을 조장하거나 학교 안전을 위협하는 출판물이나 전자 자료를 소지해서는 안됩니다.

욕설 / 음란물 (110)
외설적인 몸짓이나 사진 (학교 교직원이 포르노물이라고 판정한 것을 포함)을 포함해 욕설,
거치른 언어, 모든 종류의 음란물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경우, C 등급 경범죄 통지문이
기타 모든 징계 조치와 함께 발부될 것입니다.

재산 파손/반달리즘 (119)
학생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무모하게 또는 태만하게 교육구 재산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파손, 훼손, 파괴, 또는 파손, 훼손, 파괴 위협을 가해서는 안됩니다. 학생은 방화, 폭발물을
터뜨리거나 그렇게 위협해서는 안됩니다.
학생은 주 정부 소유의 교과서를 잘 관리하고 학교에 되돌려 주는 책임이 있으며 교과서 파손이나
교체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저지른 재산 파손에 대해 부모나 보호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학교 재산 파손의 죄를
저지를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는 법규에 따라 파손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18세 이상의 학생은
이러한 파손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집니다.

강도 (100)
강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폭력이나 폭력 위협으로 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 버스 안전 위반 (111)
버스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학생이 버스내에서 올바르게
앉지않고 있는 것과 금지된 물품을 버스내로 반입해오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학교 버스 위반 (112)
학생 행동 강령에서 "심각"하다고 정의된 모든 위반 사항은 스쿨 버스에서의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버스에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학생은 학교에서나 또는 학교 후원, 학교 관련 행사
참석 도중에 저지른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되며 버스에서 임시 또는 영구히 퇴출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섹스팅 (02)
형법 § 43.261 조에 의거하여 성행위에 가담하는, 연기자를 포함하여 미성년자를 보여주는
비주얼 육체물을 다른 미성년자를 위해 의도적이며, 고의적으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조장하고, 소지 또는 제작하는 행위.
절도 (113)
절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허가없이 취득하고, 사용,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박 (114)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형태의 협박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협박은 실제 또는 암시적인 모든 신체적,
문자 또는 구두 위협을 포함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정신, 정서,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협박과/또는 해치려는 위협을 포함합니다.

물건 던지기 (100)
신체적 부상이나 재산 파손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학교 버스나 버스 정거장을 포함하여 학교
내외부에서 던져서는 안됩니다. (예외: 체육 시간, 경기 참여, 기타 체계적 학습 활동등과 같은
감독하의 활동에서 던지는 물건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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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구 보호관찰 위반 (100)
학생 행동 강령을 위반한 학생은 학교 관리자에 의해 학교 보호관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
관리자가 이 학생에게 학교 보호감찰 통지문을 전달하면, 모든 강령의 추가적인 심각한 위반은
보호관찰 상태의 폐기로 이어지며 DAEP 배정을 위해 교장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DAEP에서
학교로 정상 복귀하는 학생은 강령의 DAEP 배정의 기한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구
보호관찰에 놓여지게 됩니다.

무기와 가짜 무기 (116)
학생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학생이나 다른 학생에게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어떠한 물건도 학교 건물내나 학교 활동, 의식, 행사 참석도중 소유, 또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무기나 탄약과 같이 유사하게 보이고 또는 그렇게 알려지거나 보이도록 고안된 모든
종류의 물품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금지된 물품 (100 또는 200)
학생은 학교에서나 학교 버스 또는 학교내외부에서의 학교 행사 참석 도중 특정 물품의 사용, 전시,
소유가 금지됩니다. 해당 금지된 물품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 스케이트 보드 / 롤러 블레이드 / 스쿠터

• 주사위 (교육용이 아닌 경우)

• 트레이딩 카드

• 머리 빗

• 무기/모조 무기/총기

• 소지 위치 제한 나이프, 나이프(5인치
이하의 칼날)

• 고무 젖꼭지

• 포르노 물질

•학교 행정원이 보기에 교육 환경의 안전, 질서, 훈계에 해가 된다고 여기는 모든 물품.
상기 나열된 모든 물품은 압수될 것이며 이러한 물품을 갖고 있는 학생은 기타 학교 징계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회수 방침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핸드북을 참조하십시오.
감독하에 압수된 물품의 손실이나 절도에 대해서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범 위반
복장 규칙 및 신분증 (202)
강령의 “복장 규칙”란을 참조하십시오.

거친 장난 (203)
학생은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지만 다른 사람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학교의 안전과 목적된
질서를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거친 장난은 두명 이상 학생간의 신체적 접촉 또는
의도된 신체적 접촉으로써 학교에서 행해서는 안될 행동이나 심각한 위반행위는 아닌 것을
말합니다.

부적절한 언어사용 (206)
학생은 학교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나 욕설이나 음란행위처럼 심각한 위반행위가 아닌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 항목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성가시게 하거나, 욕하기,
모욕하기등이 있습니다.

기타 경범 위반행위 (200)
통지된 행동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이나 학생 행동 강령에 명시되있지 않은 중범이 아닌
위반행위를 말합니다.

학교 버스 규칙 위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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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 버스 위반행위는 버스내에서 버스 규칙의 위반과 버스 정거장에서 적절치 못한 경범
위반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위반행위는 버스 문이나 창문을 두드리는 것, 좌석을 차거나
때리는 것, 큰 소리로 떠들어 방해를 주는 것, 손과 다리를 흔드는 것, 버스내에서 음식, 음료수
섭취, 버스 내를 지저분하게 하는 것, 잘못된 버스 정거장에서 내리는 것, 또는 잘못 버스를 타는
것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전 허가없이 물건을 학교내에서 파는 행위 (204)
학생이 학교내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학교 관계자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신 / 전자 기기 (201)
학생은 등교일 (각 학교의 공지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으로 정해진 것과 같이) 학교 건물내에서
휴대폰이나 기타 통신 기기를 게시, 켜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만 예외: 휴대폰은 학생의 지정된 점심 시간동안에만 학교 건물 외부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기 조항의 위반 학생은 교사나 다른 학교 관계자에 의해 교장이 적절하다고 판정한 기간동안
(학기 말 또는 학년 말까지 연장될 수 있음) 기기를 압수당할 수 있고 또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위반을 반복하는 학생은 학교내에서 이러한 기기를 소유하는 특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교실내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특정 오락/전자 물품 (전자 녹음 기기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이 있는데 다른 장소에서는 교장, 국장, 교사, 후원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예, 학교
카페테리아, 공동 지역, 운동장, 학교 버스, 학교 후원 견학. 부적절히 사용되는 오락 물품은 압수될
수 있고 버스 운전사가 학생 행동 강령 위반 보고서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주: 교육구는 학생들이 계속 확대되는 기술의 세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여러 다른 방식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 수준에 따라 제정되고 집행되는 규칙에
따라 학교 교실과 공동 지역에서 여러 종류의 전자 기기 (예, 아이팟, 기타 mp3 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학생 핸드북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학교나 교육구는
허가받지 않은 기기의 손실이나 파손에 대해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징계 처벌
위반행위를 범한 학생은 한번 또는 그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대체 징계 교육 프로그램(DAEP)으로 배정
버스 보호관찰 – 다음 위반행위를 할 경우 버스에서 완전히 퇴출당한다는 공식 경고
버스 퇴출(임시 또는 영구)
학교 정학 (다른 처벌과 함께 처벌받음). 부모에게는 학교 정학 상태를 등록우편 (영수증 요청)이나
부모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학교 보호관찰 동의서의 발행으로 통지합니다. 부모나 학생이
동의서 서명에 거부하는 것은 학교 행정원이 서명 옆에 표시하여 기록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부는
동의서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교실, 교사, 스케쥴 변경
커뮤니티 서비스
학생, 부모, 교사, 행정원 및/또는 필요시 다른 이들이 참석하는 회의
압수 – 교육 환경을 방해하는 물품의 몰수
교사, 카운셀러, 또는 행정직원의 카운셀링
처벌(detention) – 학교 시작전이나 후, 또는 점심시간, 토요일등에 학생을 감독하의 환경에 두는 것.
교육구 보호관찰(교육구 청문회 임원이나 DAEP 또는 퇴학후 정규 학교로 돌아오면서 배정됨 –
자세한 사항은 배정의 기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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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퇴학 또는 청소년 사법 대체 교육 프로그램(JJAEP)으로의 배정
학교내 정학(ISS)
법 집행 또는 법원 관련(소환장, 형사 기소. 체포, 구금, 또는 청소년 보호관찰로 인계)
특권 손실
준수 기회 – 복장 규칙 위반과 같은 특정 행위와 관련한 행정적 지시를 준수하는 능력
학교 관계자가 판정하는 전략 방법 및 처벌
학교외 정학(OSS)
교실내에서의 부모 참여
개별 학생 단체의 과외활동 기준에 명시되어있는 벌칙
버스내 좌석 재배치
배상(다른 처벌과 함께)
토요일 처벌(용어 목록 참조)
교실내 좌석 변경
타임 아웃 교실(초등학교만 해당)
구두(구두 또는 문서) 수정

상기의 처벌은 개별적으로 처해지거나 또는 학생 행동 강령 또는 학교나 교실 규칙에서 금지된
행위와 함께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실행 지침
처벌은 학생, 학교 교직원, 재산을 보호하고 필요한 안전, 질서, 훈육을 유지하기 위해 실행됩니다.
학생은 공평하고 균등하게 처벌될 것입니다. 징계는 각 케이스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내려질
것입니다.
징계의 조사에서, 학교 행정원 (교장/지정인/ 학교 품행 담당 코디네이터)은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1. 위반행위의 중증 정도.
2. 학생의 나이.
3. 학생의 태도.
4. 학교 환경에서 불미행위의 잠재적 영향.
5. 학생이 자신을 방어하였는지의 여부.
6. 행위를 하였을때 학생의 의도 여부.
7. 학생의 징계 기록.
8. 장애 학생의 징계와 관련하여 연방 법과 규제가 요구하는 것만으로써, 학생의 불미 행위
지각을 크게 방해하는 장애.
학과관련 처벌은 징계 관리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부정이나 복사등
징계 위반이 학과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가 판정한 학과 처벌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 (이유없는 결석과 무단결석).
주와 연방법 위반은 해당 법 집행 기관으로 인계될 것입니다.
처벌을 집행할때 장애 학생 교육법 (IDEA) 아래 배정되어 있는 각 학생의 행동 개입 계획(BIP)
또는 §504 보완 계획을 고려할 것입니다. 교육구 직원은 IDEA 또는 §504의 장애 학생을 징계 처벌
집행할때 모든 연방과 주정부 요구사항을 따를 것입니다.
IDEA (특수 교육) 또는 §504 아래 배정되어 있는 학생은 징계 처벌로 10 일 이상을 정기
교실로부터의 배정 변경을 고려할때, 학생이 학교에서 성공적이 될 능력을 부정적으로 영향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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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든 잠재적 장애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에서 교육자 위원회에 의해 검사 절차를
거치게될 것입니다.

학교 버스
학교 버스를 타는 것은 매 등교일 학교에서 집까지 또는 학교 후원 견학을 위해 교육구가 제공하는
학생의 특권입니다. 학교 버스는 교실의 연장이며 따라서 교실의 규칙 (휴대폰 사용 규칙은
제외)이 버스에까지도 계속 적용됩니다. 학생들은 교실 교사와 마찬가지로 수쿨 버스 운전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웰빙을 위해 추가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학생뿐만 아니라 버스에 있는 다른 모든 학생에게도 안전 위험이
발생합니다. 교육구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타는 학생들은 그들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KISD 학생 행동 강령, KISD 통학 탑승자 안전 핸드북 (버스안에 게시됨) 의 수칙 및 규정에 따라
이들 스스로 행동해야 합니다.
버스내에서의 학생의 불미스러운 행동은 기타 모든 해당 징계 처벌에 추가로 버스 통학을
금지당할 수 있습니다. 버느 노선과 견학도중 버스내에서 비디오/오디오 관찰 기기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KISD 통학부는 학교에서 집까지의 안전한 학생 통학 그리고 여러 학교 관련 행사에서의 버스
운전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 학생과 부모, 버스 운전사의 협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학생은 예정된 학교 버스 긴급 대피 연습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KISD 통학 학생 안전 핸드북을 읽어야 합니다. 학생은 다음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 버스 운전사에 복종하며 운전사와 다른 통학생들에게 친절히 대한다. 모든 형태의 괴롭힘은
금지됩니다.
• 버스 운전사는 좌석을 배정하도록 요구됩니다. 학생은 배정된 좌석에 앉는 것을 거부할 수
없으며 다른 학생이 앉는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버스 통학시 학생 ID 카드를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6-12학년) 버스 운전사나 학교 관계자가
요구하였을때 얼굴/이름 확인을 위해 ID 카드를 제시해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 학생은 버스가 움직일때 버스 문이 열릴때까지 자리에 앉아있어야 합니다. 학생은 버스 통학
내내 앞을 향해 보고 있어야 하며 발을 바닥 앞에 놓고 버스 통로에 놓지 말아야 합니다.
• 학생은 신체의 어느 부분이나 어떠한 물건도 버스가 움직이는 것에 상관없이 창문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됩니다.
• 학생은 버스를 청결하는데 도와야 합니다. 학생은 버스안이나 바깥으로 침을 뱉거나 물건을
던져서는 안됩니다.
• 몸싸움, 싸움, 외설적이고 거친 욕설 언어와 몸짓은 금지되며 즉시 버스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버스내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법 집행 기관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평상적 대화는 허용됩니다 (교실내에서의 말하는 정도와 더 커서는 안됨). 큰 소리는 버스
운전사를 방해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버스가 철도
건널목에 다가가고 건널때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 살아있는 생물 (동물, 곤충, 기타 애완동물) 또는 굴러다니는 물건(스케이트보드와 공), 안전한
버스 운전에 방해가 되는 크거나 부피가 큰 물건은 버스내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기타 금지
물건은 통학 서비스 국장과 KISD 통학 학생 안전 핸드북 리스트에 의해 판정될 것입니다.
• 학생들은 버스의 어떤 부분에도 표시하거나 자르거나 긁지 않아야합니다. 기물 파손 비용은
학생 책임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변상해야 합니다.
• 비상 문과 출구통제는 감독하의 연습 또는 실제 응급 상황시에서만 학생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않은 응급 기구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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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극한 응급상황의 경우만을 제외하고 승객 문이나 운전사 계기판을 절대 조작해서는
안됩니다.
• 교육구 통학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학생은 인가된 버스 정거장에서만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에서는, 본인 이외의 버스 정거장에서 내리고 타는 것 (자격있는
통학생만)의 허가는 교장과 부교장이 서명한 학교 문서로 제공될 것이며 학생이 버스에 탈때
버스 운전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운전자는 버스 정거장의 변경에 대해 학생 또는 학부모로
부터의 받은 메모나 서신으로는 변경에 대한 행동을 취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필요성 또는
안전문제로 인해 다른 버스를 타야할때도 같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 학생은 평상 예정된 타고 내리는 시간 도중 버스 정거장에서 KISD 학생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버스 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학생이 상기의 학생 행동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버스 운전사는 학생에게 통지, 학생의 이름과
학년 기록, 버스의 다른 좌석으로 재배치 및/또는 적절한 학교 관계자에게 보고등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버스 운전사가 학교 행정원에게 위반사항을 문서로 보고한뒤, 학생 행동 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버스 규칙 위반에 따른 처벌은 학교 행정원이 판정하며 버스 보호관찰
또는 특정 기간동안 버스 통학 금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프리-K와 K(유치원)학년 학생은 지정된 버스 정거장에서 오후 통학시 3회 부모가 같이 있지 않을
경우에는(또는 지정된 부모의 대리인) 학교 관계자가 버스 통학 특권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버스 통학 권리를 박탈당하였을 경우 교육구 직원이 아동 보호 서비스 (CPS)에
통보할 것입니다.
학생이 버스 통학 권리를 박탈당하였을 경우에는, 부모가 학생의 학교 재학에 대한 통학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버스 퇴출은 학교로부터의 정학은 아닙니다. 학생이 버스 퇴출 기간도중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결석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학교 버스 통학도중 방해
학생과 부모를 포함하여 학생의 학교에서 집까지의 법적 버스 통학, 또는 카운티 또는 독립
교육구가 소유, 운영하는 차량에서의 학교 후원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 저지, 또는 지장을 주는
경우는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부분에서의 위반행위는 등급 C의 경범죄이며 텍사스 교육 법령
§37.126에 따라 $5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항
자동차 사용
고등학교 학생이 자동차와 기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특권이며 교장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주차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운전 면허증과 보험 증명서를 제출하고 허가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불안전하게 또는 방해가 되게 운전하는 학생은 소환장을 포함하여 징계 대상이 되며
모든 교육구 건물내에서 자동차 운전 특권을 거부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건물내의 자동차는 금지품이나 기타 금지된 물품이 차량에 있는지 합리적으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수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 학생
당뇨병 관리를 위한 학생 개인의 건강 보험과 관련하여, 당뇨병이 있는 학생은 학교내 또는 학교
관련 행사에 참석도중 당뇨병 조사, 치료 비품과 기구를 소유하고 사용하도록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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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활동 (UIL 와 비 UIL 단체)
학생, 단체, 학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소속 학생 대표자는 학교 청문회에 소집될 수 있으며 학교
대표와 관련하여 해당 단체로부터 제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또한 학생 행동 강령과
관련하여 추가의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은 교육구의 문서 행동 규칙에 금지된
불미행위를 스스로 밝힐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및 시민의 책임
과외 활동에 참여했거나 또는 과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시의 통행 금지 시간 이후에
공공 거리를 걷게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내의 모든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목적지까지 적시에
가도록 시민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학교내 정학, 정학, 교육구 청문회를 통해 대체 징계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되고 또는 퇴학 조치된
학생은 이러한 처벌 기간동안 과외 활동이나 기타 모든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상기
규칙의 위반은 추가의 징계 조치와/또는 무단침입 범죄 고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 위조
등록 위조와/또는 위조 전학 문서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대체 징계 교육 프로그램
(DAEP)으로의 배정까지를 포함해 학교 징계 조치에 처해지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등록 위조를
하거나 학교 등록 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도적으로 등록 위조를 하는
이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물함, 바스켓, 책상
사물함, 바스켓, 책상은 학교 재산이며 학생 개인에게 배정되어도 학교의 통제와 사법권한에
놓여지게 됩니다. 학생은 배정받은 사물함의 안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며 사물함이 잠겨져
있는지 확인하고 사물함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됩니다.
학생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사물함이나 책상은 항상 조사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사물함이나 책상에서 금지된 물품이 발견되면 부모에게 통지될 것입니다.
주: 학생은 배정받은 사물함, 바스켓, 책상에 두는 모든 물품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추가의
안전을 위해 개인 자물쇠를 사물함에 사용하는 경우, 필요시 학생의 경비로 제거 (잘라냄)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시사항이나 요건은 학교 핸드북을 참조하십시오.

징계 조치의 통지
교장이나, 행정 사무관/ 학교 행동 코디네이터는 학생 부모에게 전화나 문서로 정학, DAEP 배정,
또는 퇴학 조치를 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통지할 것입니다.
교육구나 학교가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취하고 학생이 동 징계 조치의 만료기간전에 다른
교육구나 학교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징계 조치를 취한 교육구나 학교의 이사회가 학생이 새로
등록한 교육구나 학교에게 학생의 다른 기록을 제공할때 함께 징계 조치 명령문의 사본을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이 새로 등록한 학교나 교육구는 징계 명령문의 조건에 따라 계속하여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는 징계 조치의 기간을 끝마치지 않고 정규 수업에 등록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 조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학교외 정학, DAEP 배정, 퇴학.

출판물 사전 검토
학생은 합리적으로 보아 출판으로 인해 정상적 학교 운영이 직접 크게 방해될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종류, 일종, 타입의 비학교 후원 출판물, 청원서, 기타 인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청원서 및/기타 인쇄물은 학교 교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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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기간동안의 학과 영향
학생이 학교로부터 정학을 당하면, 학생은 학교로 복귀시, 놓친 학과 공부를 채우기 위해 학교에서
5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5일동안 지난 학습을 채우기 위해 과제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성적 처벌이
없습니다. 또한 학교내 정학 도중 완수한 과제물에 대해서도 성적 처벌이 없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학교 외부로 정학도중 완수할 과제물을 배정할 책임은 없습니다.

보안 카메라
교육구는 학교와 기타 교육구 건물내에 보안 카메라와 비디오 녹은 장치를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학교 카페테리아, 복도, 기타 지정된 장소, 출입구, 주차장등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육구는 또한 학교 버스내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여 무작위로 학생 행동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교육구는 비디오 녹음을 학생 불미행위와 학생 행동 강령의 위반을 조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녹음은 인가된 교육구 관계자만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교류 행사
학교가 인가한 모든 사회 교류 행사는 정상 학교 시간에 적용되는 행동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교사의 학생 강제 퇴출 (TEC §37.002)
• 정기적 인계:
정기적 인계는 교사가 학생을 교장실로 보내 징계 관리 기술을 받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장은
추가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식 인계:
교사나 행정원이 교실내에서 효율적 훈육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 행동 강령을 위반한 학생을
교실에서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교실에서 정식 퇴출을 할 수 있습니다:
1. 교사가 학생의 반복적인 교실내에서의 교사의 강습을 방해하는 행동을 문서로 기록; 또는
2. 행동이 너무 무뢰하고 방해적이며 학대적이어서 교사가 더이상 가르칠 수 없고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경우.
이러한 퇴출후, 교장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학생을 다른 적절한 교실로 배치;
2. 학생을 대체 징계 교육 프로그램 (DAEP)으로 배정.
교장은 교사의 동의없이는 학생을 교실로 다시 오게할 수 없습니다. 교장이 상기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케이스는 학교 배정 검토 위원회로 회부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학생을
교실로 다시 오게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는 유일한 선택사항이라면 교실로 다시 오게할 수
있습니다.
교사를 상대로 폭력, 가중 폭행, 성폭행, 가중 성폭행, 살인, 일급 살인, 또는 살인 또는 일급살인을
저지르려는 범죄 시도의 요소를 담고 있는 행위에 대해 교사가 학생을 수업에서 정식으로
퇴출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그 교사의 동의없이 해당 교사의 수업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학, 재입학 및/또는 계류중인 징계 조치 도중 자퇴
학생이 퇴학이나 DAEP 배정의 정식 청문회 계류중 학교에서 자퇴하는 경우에는, 청문회는
예정된대로 계속 열리며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자퇴하고 제안된
DAEP 배정이나 퇴학 기간도중 재입학을 요청하는 학생은 재입학시 정식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청문회 출석을 하지 않거나 교장에게 청문회 일정 변경의 필요성을 통지하지 않은 학생은 상기
배정이나 퇴학 권고를 수락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학교 교육구에
입학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교육구에게 학생의 Killeen 독립 교육구로부터의 상기 배정이나
퇴학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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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피해자 (확인)
학교 이사회나 지정인에 의해 TEC §25.0832 에 정의된 왕따 (bullying)의 피해자로 확인된 학생은
다른 교실이나 학교로 전학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학 요청은 학생의 현재 재학 학교의
교장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한 학생에게는 통학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교육구는 왕따를 당한 학생을 다음과 같이 전학시킬 수 있습니다:
1. 왕따가 발생했을때 피해자 학생이 배정된 학교의 다른 교실로 이전시킴.
2. 왕따를 한 학생의 부모나 학생을 대리하는 다른 권한자와 협의아래, 왕따가 발생했을때
피해자 학생이 배정된 학교가 아닌 교육구내 다른 학교로 이전시킴.

폭력 행사 범죄의 피해자 (확인)
학교내에 있을때 또는 학교 운동장에서 학교나 지정인에 의해 폭력 형사 범죄의 피해자로 확인된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학 요청은 학생의 현재 재학 학교의
교장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한 학생에게는 통학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 방문
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교장의 허가없이는 학업중인 다른 학교의 건물이나 운동장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징계 대체 교육 배정
텍사스 교육 법령은 특정 행동에 대하여 징계 대체 교육 프로그램으로의 배정이나 퇴학을
요구하며 학생 행동 강령에 따라 교육구가 다른 위반행위로 배정이나 퇴학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다음의 위반행위를 학교 건물내에서나 학교 건물에서 300 피트 내, 학교 내외부에서 학교
후원이나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도중 다음의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정규 학교에서 퇴출당해
DAEP로 배정 될 수 있습니다.
1. 중범죄로 처벌받는 행위를 한 경우 (학교 퇴학을 해야하는 행위는 제외); (02)
2. 형법 22.01 (a) (1); (27, 28) 에 따른 폭력 범죄 요소 (신체 상해 포함) 를 포함하는 행위에
가담
3. 마리화나, 통제 약물 (481 장 건강 및 안전법 또는 21 USC §801); (04) 또는 위험한 마약물
(482 장 건강 및 안전법) 의 판매, 제공, 전달, 소지, 사용
4. 알코올에 취해 있는 동안 중대한 행동이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알코올을 사용하거나,
알코올에 취한 상태에서 알코올을 판매, 제공, 전달, 소지 (§1.04 알코올 음료법); (05)
5. 남용가능한 휘발성 화학물질 (§485.031 - 485.034, 건강 및 안전법); (06) 요소가 있는 행위에
가담
형법 21.08; (07) 따른 외설적인 노출 또는 형법 21.07에 공중 음란물의 범죄 요소가 있는
행위에 가담
7. 학생 행동 강령(TEC 37.0832)(102)을 위반하는 사이버 왕따의 요소를 포함하는 행위에
가담
다음과 같은 위반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일반 학교에서 퇴출하여 DAEP로의 배정을
요합니다.
1. 형법 §22.07; (26) 에 따른 공립학교에 대한 테러 위협의 범죄 요소를 포함하는 행위에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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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42.06 ; (35)에 따른 공립학교에 대한 허위 경보나 보고의 범죄 요소를 포함하는
행위에 가담
3. 보복 행위 그 자체가 학생 퇴출의 위반이 아닌 한, 학교 직원을 상대로, 형법 §36.06에 따른
보복 범죄의 요소가 있는 행위가 가담
4. 교육 과정에 해를 끼치거나 (114) 또는 다른 학생이나 교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반 교실에
문제 학생의 계속적인 출석등으로, 학생 또는 성인에게 실제로든, 암시적, 직접적으로든
심각한 구두 또는 서면상의 위협이 가해지는 행위.
5. 교육구에 속한 학교에 있는 동안, 학생 행동 강령 (TEC 37.001 (a) (2))을 위반하는 심각한
또는 지속적으로 위법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상기 조항에는 학생이 교육구 DAEP에서
복귀하면서 또는 징계 청문회 절차를 통해 교육구 청문회 임원에 의하거나 또는 학교에
의한 보호관찰 위반도 포함됩니다 (117)
6. 등록된 성 범죄자인 경우
7. 학생이 형법 § 43.261 (02) 조에 따른 성행위에 가담하여 연기를 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미성년자를 보여주는 비주얼 육체물을 다른 미성년자를 위해 의도적이며, 고의적으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조장하고, 소지 또는 제작 시, 섹스팅의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사람.
8. 형법 타이틀 5; (09)에서 중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가족법 §35.03에 따라 연기된
기소가 되었거나, §29.03, 형법 (46)에 따라 가중 강도죄의 중범죄 형을 받은 경우
9. 형법 타이틀 5; (09)에서 중범죄로 규정된 행위가 가족법 §54.03에 따른 비행 행위에 대해
법원 또는 배심원의 결정이 있거나; 또는 §29.03, 형법 (46)에 따라 가중 강도죄의 중범죄
형을 받은 경우
10.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형법 타이틀 5; (09)에서 중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학생이
가담했다는 정당한 믿음을 가짐이 인정되거나, 또는 §29.03, 형법 (46)에 따라 가중
강도죄의 중범죄 형을 받은 경우
11.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이 형법 타이틀 5 조에 명시된 것 이외의 중범죄로 또는
§29.03, 형법 (46) 따라 가중 강도죄의 중범죄로 규정된 학교에서 벗어난 행위에 학생이
가담했다는 합당한 신념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교육과정에 해를 끼치거나, 일반
교실에서 학생 또는 교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당 학생의 존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경우 (10)
12. 공공 학교의 남학생 및 여학생 사교 클럽, 비밀 단체, 또는 갱의 회원이 되거나 가입, 또는
다른 이를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약속하도록 부추기는 경우 (TEC 37.121); (34) 여기서
“갱”은 두명이상의 개인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포함한 목적을 갖는 조직을
말합니다. 갱은 TEC §37.121 에 명시되어 있는것처럼 금지된 남학생 및 여학생 사교클럽
또는 단체입니다.
학생은 다음 목록중에서 두개 이상의 표시를 한경우 갱 회원으로 간주됩니다:
1. 갱 회원이나 갱 관련의 증거가 되는 의복, 보석, 상징, 배지, 심볼, 사인, 낙서, 기타
물품을 착용, 소유, 사용, 배포, 표시, 또는 판매.
2. 갱 회원이나 갱관련을 나타내는 몸짓, 악수, 기타 유사한 구두나 비구두 행동 또는 말을
하는 것.
3.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고 갱이나 갱활동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것:
a. 다른 이에게 회원이 되라고 촉구.
b. 보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다른 이를 겁주고 또는 협박.
c. 기타 불법 행위 또는 교육구 방침 위반행위를 자행.
d. 다른 이를 상대로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 폭력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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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다른 이들과 합동으로 다른 사람을 겁주고, 싸우고, 공격 또는 위협.
f. 학교 건물이나 학생, 교직원의 물건에 갱관련 그림, 문자, 또는 낙서, 메시지,
심볼, 사인을 표시.

성폭력 및 학교 배정
학생이 어린 아동이나 아동들에게 계속적인 성학대로 유죄 선고를 받거나 (21.02 형법), 또는 같은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22.011 형법) 또는 가중 성폭력(22.021 형법)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거나 선고 유기에 처해졌고,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가 학교 이사회가 위반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도록 요청한 경우, 위반학생은 교육구내의 다른 학교로 전학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학생의 학년을 지원하는 다른 학교가 교육구내에 없다면, 문제의 학생은 DAEP로
이관됩니다.

학교외 정학 또는 DAEP로의 배정 일반 절차
학교외 정학 (OSS)
정학은 징계 이유로 교육 서비스를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정부법은 학생을 위반 행위당 삼
(3)일 미만으로 정학시키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 3 학년 이하의 학년에 등록한 학생이 학교 부지내에 있거나 또는 학교 부지안과 밖에서 학교
후원 또는 학교 관련 활동을 하는 중에 학생이 다음사항에 가담하지 않는 한은 학교 밖의 정학
(OSS) 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
•

(1) 형법 46.02 또는 46.05 항에 따른 무기와 관련된 위반 요소를 포함하는 행위
;
(2) 형법 22.01, 22.011, 22.02 또는 22.021항에 따른 폭력적 범죄의 요소가 포함된 행위;
또는
(3) 다음 사항의 모든 용량에 대한 영향 아래 있거나 또는 소지하거나,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 제공, 전달하는 경우 481장의, 건강 및 안전법, 또는 21 U. S C. 항 801
et seq가 규정한 마리화나나 또는 통제 약물
(4) 483장의 건강 및 안전법이 규정한 위험 마약물
(5) 알코올 음료법1.04항에서 규정한 알코올 음료

교장 (또는 지정인/ 학교 품행 담당 코디네이터)은 대체 징계 교육 프로그램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거나 금지된 행동에 가담한 학생을 정학처분 시킬 수 있습니다. 정학되기전에,
학생은 혐의를 받은 행위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해당 행정원/학교 동 코디네이터와 공식 회의를
갖게 됩니다. 학생에게는 행정원이 결정을 내리기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학생의 정학 날자는 해당 행정원/학교 행동 코디네이터가 정하는데 위반행위당 3일의 학교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정학기간도중의 결석일은 이유있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정학으로 못한 과제물을 인정받기
위해선, 학교로 복귀후 오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학기간도중 교사는 학생을 위해 미리
완수해야할 과제물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에서 정학당한 학생은 교육구 학교나 건물에
있어서는 안되며, 정학기간도중 학교 관련 또는 학교 후원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해당 행정원/학교 행동 코디네이터가 학교 후원 또는 학교 관련 과외 활동 참석에 대한 제한을
결정할 것입니다.

18

징계 대체 교육 프로그램 (DAEP)으로의 배정
학교 회의
학교 행정원/행동 코디네이터가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 해당 학교 교직원 및 학생과의 회의를 정할
것입니다. 회의에서, 학생은 배정의 이유 통보, 배정 이유를 설명받고 배정에 대한 이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구 수준의 징계 적법 절차 청문회
학교 회의후, 교장은 DAEP로의 배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교육구 수준의 징계
법적 절차 청문회가 교육구 청문회 임원과 함께 정해질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학교 관계자들은
교육구 청문회 임원에게 DAEP로의 배정 권고와 보완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할 것입니다. 학생과
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교 행정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교육구
청문회 임원은 이어 DAEP 배정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배정은 학교 교장의 권고와/또는
승인아래 수정되거나 준비사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청문회의 청각 녹음이 제작됩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학부모님께 녹음 사본을 제공합니다.
교육구 청문회 계류중 학생이 학교에서 자퇴하면, 청문회는 예정된대로 개최됩니다. 학생과/또는
부모, 보호자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청문회 결과가 이들에게 통지될 것입니다. 학생이 후에
다른 교육구에 등록하게 되면, 청문회의 결과는 교육 기록의 일환으로 새로운 학교에 제공될
것입니다.

DAEP 설명
DAEP는 영어, 언어학, 수학, 과학, 사회학, 자기 수양등의 과목을 감독과 카운셀링을 통해
제공합니다.
DAEP에 배정되어 있는 동안, 학생은 교육구 학교나 건물에 있어서는 안되며, 정학기간도중 학교
관련 또는 학교 후원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형사 무단침입 경고를 위반하면 중 벌금과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무단침입 경고는 학생이 실제로 교육구 DAEP에 참여하는지에
상관없이 효력을 같습니다.
교육구의 DAEP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Richard Cavazos 초등학교 (유치원-5학년)
Gateway 중학교 (6-8학년)
Gateway 고등학교 (9-12학년)

배정 결정이 학생에게 내려진뒤 업무일 2일 내에, 교육구는 DAEP배정 명령문 사본을 가정법 섹션
52.04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와 함께 청소년 법원의 인가된 임원에게 보낼 것입니다.
DAEP에 배정된 학생은 학과 성적 상태의 검토를 포함하여 120일을 초과하지않게 간헐적으로
대체 학교의 교장으로부터 상황 점검을 제공받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점검에는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 필수요건 충족에 대한 진도를 포함하며 학생을 위한 특정 졸업 계획을 짤
것입니다. 점검에서,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생을 원래 학교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유나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법에 따라, 교육구는 DAEP에서 정규 학교에서 택하는 모든 과목을 제공하도록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교육구는 또한 DAEP에서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 필수요건을 충족하도록 필요한
과목을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데, DAEP에 배정된 학생에게 법에 따라 다음 학년도 시작전에
과목을 완수할 기회는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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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코스 / 온라인 학습
캠퍼스 교과 과정 디렉터의 승인을 받은 경우 통신 코스는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용인합니다.
교육 과정은 등록전에 학교 등록원이 승인함으로써, 텍사스 가상 학교 네트워크 (TxVSN), 텍사스
대학, 텍사스 테크 대학교 (Texas Tech University) 또는 교육 위원이 승인한 상급 공교육 기관을
통해 이수해야만 합니다.
해당 과정이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학교 마지막 날 학교 종료
전에 최종 학년 보고서를 등록원이 접수하였는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학생들은 통신 과정을
통해 주에서 요구하는 최대 2 학점을 이수하여 TxVSN 과정을 통해 획득하는 과정을 제외하고는
한 번에 하나의 통신 과목에만 등록됩니다. TxVSN 을 통한 과정의 등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정인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의 개인에 기초해서 제한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신 과정이나 온라인 과정에 대한 지불은 학부모가
담당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상담 교사 또는 학교 커리큘럼 책임자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문의해야
합니다.
DAEP 배정 기간동안, 학생이 퇴출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추가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추가
절차와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교육구 또는 공개 등록 차터 학교에 의해 DAEP에 배정된 학생이 본 교육구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교육구는 DAEP 배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교육구가 타주에 있는 경우에는,
교육구는 DAEP 배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배정은 교육구가 학생이 다른 이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계속적인 배정이 학생에게 가장 좋은 방책이라고 판단하기 전에는 1년 (학년이 아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배정의 기한
배정의 기한(120일 이하 10일 이상의 성공적인 등교일)과 학생이 정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은 원래 학교의 교장과의 협의아래 교육구 청문회 임원이 판단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5학년): (Cavazos 초등학교에 위치)
초등학교 DAEP 프로그램은 보통 30일의 성공적인 등교일로 구성되며 마지막 5일은 계속
프로그램이 연속됩니다. 30일간의 배정에 대한 변경은 교육구 청문회 임원이 교육구 청문회후
필요시 재학학교 교장과의 협의와 함께 임의로 결정합니다. 배정된 성공적 날수 완료후, 학생은
원래 학교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배정된 날수와 15일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완수하지 못한
학생은 교육구 청문회 임원, 프로그램 관계자, 부모의 검토를 받습니다. 학생이 프로그램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학년도의 마지막 5일간의 강습일 또는 주
시험일동안에는 학생은 초등학교 DAEP에 등록하거나 방면될 수 없습니다.
학생이 DAEP 을 위한 교육구 청문회가 열리기전에 교육구에서 자퇴하면 청문회는 계속 열리고
배정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교육구에 같은 학년도 또는 이후의 학년도에 재등록하면
교육구는 학생이 다른 교육구에서 배정을 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배정을 실행할
것입니다.
DAEP에 배정된 모든 학생은 정규 학교에 돌아온후 배정이 교육구 DAEP이었는지에 상관없이
30일 강습기간동안 교육구 보호관찰에 놓이게 됩니다. 보호관찰기간동안에 학생이 학생 행동
강령을 한번 심하게 위반하면 DAEP로 재배정됩니다. 교육구 보호관찰은 과외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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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또는 참석과 같은 다른 학생에게 주어진 특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의
배정으로부터 교육구 보호관찰에 있는 학생이 위반행위로 인해 DAEP로 재배정되면 원래의
배정보다 더 긴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GATEWAY 중학교 (6-8 학년):
상기 중학교 DAEP 프로그램은 보통 45일의 성공적 일수로 구성됩니다. 45일간의 배정에 대한
변경은 교육구 청문회 임원이 교육구 청문회 후 필요시 재학학교 교장과의 협의와 함께 임의로
결정합니다. 배정된 성공적 날수 완료후, 학생은 원래 학교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배정된 날과
25일을 프로그램에서 완수하지 못한 학생은 교육구 청문회 임원, 프로그램 행정원, 부모의 검토를
받습니다. 학생이 프로그램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학생은 학년도의
마지막 주나 주정부 시험기간동안에는 Gateway 중학교에 등록하거나 방면될 수 없습니다.
학생이 DAEP 을 위한 교육구 청문회가 열리기전에 교육구에서 자퇴하면 청문회는 계속 열리고
배정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교육구에 같은 학년도 또는 이후의 학년도에 재등록하면
교육구는 학생이 다른 교육구에서 배정을 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배정을 실행할
것입니다.
Gateway 중학교에 배정된 모든 학생은 정규 학교에 돌아온후 배정이 Gateway 중학교이었는지에
상관없이 45일 기간동안 교육구 보호관찰에 놓이게 됩니다. 보호관찰기간동안에 학생이 학생
행동 강령을 한번 심하게 위반하면 Gateway 중학교로 재배정됩니다. 교육구 보호관찰은 과외
활동의 참여와/또는 참석과 같은 다른 학생에게 주어진 특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의
배정으로부터 교육구 보호관찰에 있는 학생이 위반행위로 인해 Gateway 중학교로 재배정되면
원래의 배정보다 더 긴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외 활동 참여학생은 Gateway 중학교 배정이
마약이나 알콜관련 위반행위에 의한 것이었으면 추가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정 활동에 대한
추가 제한에 대한 설명은 이를 관장하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등록된 성범죄자로 배정받은 경우에는, 배정 기간은 최소 한 (1) 학기이며 이후 위원회가 검토하여
배정을 계속하는지 아니면 정규 교실로 되돌아가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학교 이사회나
지정인에게 최종 결정을 위한 권고를 할 것입니다. 학생은 다음과 같이 판정되지 않으면 정규
교실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 다른 학생이나 교사의 안전을 위협,
• 교육 절차에 해가됨, 또는
• 교육구 학생들을 위한 최상의 방책이 아님.
GATEWAY 고등학교 (9-12학년):
상기 고등학교 DAEP 프로그램은 보통 45일의 성공적 날짜로 구성됩니다. 45일간의 배정에 대한
변경은 교육구 청문회 임원이 교육구 청문회 후 필요시 재학학교 교장과의 협의와 함께 임의로
결정합니다. 배정된 성공적 날수 완료후, 학생은 원래 학교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배정된 날과
25일을 프로그램에서 완수하지 못한 학생은 교육구 청문회 임원, 프로그램 행정원, 부모의 검토를
받습니다. 학생이 프로그램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학년도의 마지막
주나 주정부 시험기간동안에는 Gateway 고등학교에 등록하거나 방면될 수 없습니다.
학생이 DAEP 을 위한 교육구 청문회가 열리기전에 교육구에서 자퇴하면 청문회는 계속 열리고
배정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교육구에 같은 학년도 또는 이후의 학년도에 재등록하면
교육구는 학생이 다른 교육구에서 배정을 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배정을 실행할
것입니다.
Gateway 고등학교에 배정된 모든 학생은 정규 학교에 돌아온후 배정이Gateway
고등학교이었는지에 상관없이 45일 기간동안 교육구 보호관찰에 놓이게 됩니다.
보호관찰기간동안에 학생이 학생 행동 강령을 한번 심하게 위반하면 Gateway 고등학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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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정됩니다. 교육구 보호관찰은 과외 활동의 참여와/또는 참석과 같은 다른 학생에게 주어진
특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의 배정으로부터 교육구 보호관찰에 있는 학생이
위반행위로 인해 Gateway 고등학교로 재배정되면 원래의 배정보다 더 긴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외 활동 참여학생은 Gateway 고등학교 배정이 마약이나 알콜관련 위반행위에 의한
것이었으면 추가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정 활동에 대한 추가 제한에 대한 설명은 이를 관장하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등록된 성범죄자로 배정받은 경우에는, 배정 기간은 최소 한 (1) 학기이며 이후 위원회가 검토하여
배정을 계속하는지 아니면 정규 교실로 되돌아가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학교 이사회나
지정인에게 최종 결정을 위한 권고를 할 것입니다. 학생은 다음과 같이 판정되지 않으면 정규
교실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 다른 학생이나 교사의 안전을 위협,
• 교육 절차에 해가됨, 또는
• 교육구 학생들을 위한 최상의 방책이 아님.
•

Gateway 고등학교에 배정된 졸업생들로서 학년도의 마지막 10일간의 강습일후에 배정이
완료될 예정이나 배정을 완료하지 않고 학년의 마지막 10일간의 강습일을 위해
정규학교에 재등록한 학생들은 원래 재학 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학년도

말 전에 졸업 필수사항을 완료하고 DAEP에서 탈퇴한 학생들은 DAEP 탈퇴후 원래
재학 학교에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
형사 무단침입 경고
12세 이상의 모든 학생은 교육구 DAEP에 배정되는 경우,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거나, 또는 퇴학이
교육구 수준의 청문회에서 계류중인 경우, 형사상 무단침입 경고를 발부받게 됩니다. 이 경고로
학생은 배정기간동안 교육구 학교나 건물에 있을 수 없으며 학교 관련 또는 학교 후원 행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고를 위반하면 중 벌금형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고는 학생이
교육구 DAEP에 참여하는지에 상관없이 효력을 갖습니다.

DAEP 배정 학생의 입학
교육구 청문회 임원은 다른 학교 교육구로부터DAEP 배정 지시사항을 검토할 것이며 교육구 관행
준수를 위해 상기 교육구로부터의 지시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지 결정할 것입니다. 지난
12개월 기간중 다른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다른 교육구에서 DAEP에 배정된 학생으로
KISD에 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교육구내에 친부모 또는 양부모, 또는 법원이 지정한 보호자
(위임권은 포함하지 않음)와 같이 살기전에는 교육구내로 입학할 수 없습니다.
등록된 성 범죄자 상태로 DAEP에 배정된 학생으로 아직 배정을 완수하지 못한 학생이 교육구로
전학올때는 현재의 학기와 추가의 학기를 DAEP에서 완수하도록 요구됩니다. KISD DAEP에서 한
(1) 학기를 완전히 완수한후, 위원회가 학생이 정규 교실로 되돌아올 수 있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퇴학
학교로부터의 퇴학은 교육구가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엄한 처벌이며 가장 심각한
위반행위를 저질렀을때를 위한 것입니다. 퇴학당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십(10)세 미만의
학생은 대체 징계 교육 프로그램(DAEP)에 배정됩니다.

A. 의무적
아래에 열거된 범죄에 가담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게 되며 학교 부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나 또는 학교 부지 안과 밖에서 학교 후원 또는 학교 관련 활동에 참석하는 동안 발생하는
경우는 JJAEP (Juvenile Justice Alternative Education Program) 에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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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형법 §46.02 에 따른 불법 소지 무기 위반요소를 포함한 행위를
자행하거나 형법 §46.05에 따른 금지된 무기와 관련되는 요소를 포함하는 행위에 가담
주: 연방법에 따라, 십 (10)세 미만의 학생을 포함해 학교에 총기류를 가져오거나 소유한 모든
학생은 최소 한(1) 학년기간동안 학교에서 퇴학당합니다. (11)
2. 형법 §22.02 따른 가중 폭력의 위반 요소를 포함한 행위; (29,30)
3. 형법 §22.011 따른 성 폭력의 위반 요소를 포함한 행위; (31,32)
4. 형법 §22.021 따른 가중 성 폭력의 위반 요소를 포함한 행위; (31,32)
5. 형법 §28.02 따른 방화의 위반 요소를 포함한 행위; (16)
6. 형법 §19.02 따른 살인의 위반 요소를 포함한 행위; (17)
7. 형법 §15.03 따른 1급 살인의 위반 요소를 포함한 행위; (17)
8. 형법 §15.01 따른 살인 또는 1급 살인 범죄 미수의 위반 요소를 포함한 행위; (17)
9. 형법 §21.11 따른 아동 성추행의 위반 요소를 포함한 행위; (18)
10. 형법 §20.04 따른 가중 납치의 위반 요소를 포함한 행위; (19)
11. 마약, 알콜의 사용, 소유, 판매의 위반 요소를 포함한 행위로써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 (36, 37)
12. 형법 §29.03따른 가중 강도의 위반 요소를 포함한 행위; (46)
13. 형법 §19.04아래 살인범죄의 위반 요소를 포함한 행위; (47)
14. 형법 §19.05 따른 형사 과실 치사의 위반 요소를 포함한 행위; (48)
15. 사이버 왕따의 요소와 해를 끼치는 위협이 포함된 행위에 가담하고, 다른 학생에게 자해니
또는 사망을 조장하는 행위
16. 형법 §21.02아래 어린 아동이나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 학대의 위반 요소를 포함한
행위;
17. 교직원의 교육구내 고용에 대한 또는 이로 인한 보복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교직원에 대하여 상기 1-17항의 위반 요소를 포함한 행위. (08)

B. 임의성
학생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학교로부터 퇴학당하고 소년 법원 대안 교육 프로그램(JJAEP) 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1. 학교건물 300피트내에서 또는 텍사스의 다른 교육구의 건물내외부에서 개최된 학교 후원
또는 관련 행사 참석도중 의무적 퇴학 해당 위반행위에 포함된 행위;
2.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중범죄 처벌 대상이 되는 형법 §28.03아래서 형사 경범죄의
위반 요소를 포함한 행위; (22)
3. 학교내에서 또는 학교 후원, 관련 행사, 또는 학교 300 피트내에서 일체의 마리화나, 규제
약물, 위험한 마약, 알콜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제공, 전달, 사용, 소유 또는 만취해 있는
경우, (04, 05)
4. 학교내에서 또는 학교 후원이나 학교 관련 행사, 또는 학교 300 피트내에서 남용적 휘발성
화학물과 관련한 위반 요소를 포함한 행위(§485.031 - 485.034, 건강 및 안전 법령), (06)
5. 학교내에서 또는 학교 후원이나 학교 관련 행사, 또는 학교 300 피트내에서 교육구
직원이나 자원 봉사자를 상대로 형법 §22.01(a)(1)에 따른 폭력의 위반 요소를 담은 행위;
(27)
주: 교직원을 상대로 행해지는 폭행으로 간주되는 모든학생의 불미행위는 DAEP로의
배정이나 퇴학으로 징계받을 것입니다.
(학생 행동 강령의 징계 대체 교육 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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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내에서 또는 학교 후원이나 학교 관련 행사, 또는 학교 300 피트내에서 형법 §22.05
따른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위반 요소를 담은 행위; (49)
7.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학교 직원이나 자원 봉사자를 상대로 보복의 위반 요소를 담은
행위. (08)
8.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형법 §22.07아래 테러 위협의 위험 요소를 담은 행위; (26)
9.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형법 §42.06아래 거짓 알람 또는 보고의 위험 요소를 담은 행위;
(35)
10. 다음의 요소를 담은 행위:
• 형법 §22.02; (29, 30)에 따른 가중 폭력
• 형법 §22.011; (31, 32)에 따른 성 폭력
• 형법 §22.021; (31, 32)에 따른 가중 성 폭력
• 형법 §19.02; (17)에 따른 살인
• 형법 §15.03; (17)에 따른 일급 살인
• 형법 §15.01; (17) 에 따라 살인이나 일급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 시도 행위; (17) 또는
• 시간이나 위치에 관계없이 다른 학생을 상대로 형법 §29.03 (46) 에 따른 가중
강도질,
또는
11. 형법 §33.02에 따라 컴퓨터 보안을 위반하는 범죄의 요소를 포함하는 행위에 가담, 다음과
같은 경우:
• 이 행동에는 교육구 대행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컴퓨터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 학생이 고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i. 교육구 소유물이나 정보를 변경, 손상 또는 삭제 또는
ii. 다른 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위반을 저지르는
행위
12. 범죄의 시간이나 장소와 상관없이, 학생이 위반 당시 학교에 등록되었는지 여부, 또는
학생이 법원 처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는지에 관계없이, 선고 유예를 받았거나, 법원이나
배심원에 의해 비행 행동에 가담된 것으로 판결되었거나, 청소년 법원에 회부 또는 기소
되었거나, 또는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형법 §29.03에 따른 가중 절도의
중범죄나 타이틀 5조의 중범죄로 유죄판결 또는 체포된 경우, 그리고 해당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지명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학생의 일반 교실에의 출석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른 학생이나 교사의 안전을 위협,
• 교육 절차에 해가됨, 또는
• 교육구 학생들에게 최상의 방책이 아님.
13. 등록된 성 범죄자인 경우.
14. 행동 개입이 문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DAEP 캠퍼스에 있는 동안 문서화된 심각한
비행에 가담한 경우 (59) 해당 하위 조항 목적의 경우. 다음 사항은 “심각한 비행”을
의미합니다.
1.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고의적인 폭력적 행동;
2. 강탈, 강제 또는 협박으로 금전이나 재산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3. 형법 §1.07에 따라 정의된 바와 같이 강압으로 간주되는 행위, 또는
4. 다음과 같은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
a. 공공 장소의 음란행위 (형법 §21.07에 따른);
b. 음란성 노출행위 (형법 §21.08에 따른);
c. 손괴죄 (형법 §28.03에 따른;

24
d. 남을 골리는 행위 (형법 §37.152에 따른); 혹은
e. 괴롭힘 (학생 교육구 직원에 대한 형법 §42.07(a) (1) 에 따른).

일반 퇴학 절차
퇴학 조치에 해당되는 불미행위가 발행하였으면, 학생과 부모 또는 보호자는 고발된 학교의
행정원과 퇴학 권고를 문서로 통보받게 될 것입니다. 퇴학 결정은 교육구 청문회 임원이 주도하는
청문회가 개최되기 전에는 최종적으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교육구 청문회 임원은 이사회의
지정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교 회의
학교 행정원이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 해당 학교 교직원 및 학생과의 회의를 정할 것입니다.
회의에서, 학생은 퇴학의 이유를 통지받고 퇴학의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을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교장이 퇴학을 권고하면 교육구 청문회 임원이 주도하는
교육구 청문회가 개최될 것입니다.
교육구 청문회에 참석하기전에, 학생과 부모는 준비를 위한 합리적 기회를 위해 혐의의 사전
통지와 제안된 조치를 받게될 것입니다. 통지는 문서로 전달되고 증거와 학생을 상대로 증언을
증인의 이름을 포함합니다.
학생은 교육구 청문회 임원이 주도하는 완전하고 공정한 청문회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자문을 줄 부모나 보호자 또는 교육구 직원이 아닌 다른 성인으로부터 대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변론을 위해 증언을 할 기회와 증거, 증인을 제시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학생은 학교 행정처가 제시한 증거를 조사하고 행정처의 증인을 질문할 기회를 갖게됩니다.
법원의 증거 규칙은 적용이 안되나 모든 증거와 증언은 청문회 절차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청문회는 테이프 녹음기로 음성 녹음될 것입니다.
교육구가 성실하게 학생과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를 통지하였으면,
교육구는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학생을 대표하는 다른 성인이 청문회에 참석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퇴학 학생의 입학
Killeen 독립 교육구는 다른 교육구의 퇴학 명령문을 검토하고 같은 조건아래 퇴학 조치를 계속할
것입니다. 지난 12개월 기간중 다른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다른 교육구에서 DAEP에 배정된
학생으로 KISD에 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교육구내에 친부모 또는 양부모, 또는 법원이 지정한
보호자 (위임권은 포함하지 않음)와 같이 살기전에는 교육구내로 입학할 수 없습니다.
등록된 성 범죄자 상태로JJAEP으로 퇴학당한 학생으로 아직 배정을 완수하지 못한 학생이
교육구로 전학올때는 JJAEP에서 현재의 학기와 추가의 학기를 DAEP에서 완수하도록 요구됩니다.
DAEP에서 한 (1) 학기를 완전히 완수한후, 위원회가 학생이 정규 교실로 되돌아올 수 있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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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퇴학 정보
연방법은 총기류 위반으로 퇴학당한 학생은 학생의 정규 학교로부터 최소한 일 (1)년 퇴학
조치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교육감은 퇴학 기간을 전문적 판단과 임의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학생이 퇴학시 5학년 미만일 경우 대체 징계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6세 미만의 학생은 학생이 연방 총기류 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 징계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되지 않습니다.
교육구는 학생이 정당한 절차의 청문회 이전에 학교에서 자퇴하여도 학생과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퇴학 의도를 통지한후에는 퇴학 절차를 계속할 것입니다. 예정된 정당한 절차의
청문회 출석을 하지 않거나 교장에게 청문회 일정 변경의 필요성을 통지하지 않은 학생이나 부모,
보호자는 학생이 상기 배정이나 퇴학 권고를 수락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청문회는 예정되로 개최되고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학생이 다른 교육구에 등록하려한
경우에는 Killeen 독립 교육구가 새로운 교육구에게 학생의 퇴학을 통보할 것입니다. 결정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으면 학생이 등록하는 다음 교육구가 절차를 완료하고 결정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교육구 청문회 임원이 내린 결정은 이사회에 항소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내린 결정은 벨
카운티 지방 법원에 항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소가 계류중, 퇴학 결정은 효력을 갖습니다.
퇴학 기간도중, 학생이 퇴학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추가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추가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사회나 지정인은 적절한 경우 추가의 퇴학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 무단침입 경고
JJAEP에 배전된 모든 학생은 형사 무단침입 경고를 발부받게 됩니다. 이 경고로 학생은
배정기간동안 교육구 학교나 건물에 있을 수 없으며 학교 관련 또는 학교 후원 행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고를 위반하면 중 벌금형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고는 학생이 JJAEP에
참여하는지에 상관없이 효력을 갖습니다.

JJAEP 설명
청소년 사법 대체 교육 프로그램 (JJAEP)은 원래 학교나 교육구 대체 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들을
위한 카운티 전역의 대체 학교입니다. JJAEP은 벨 카운티의 교육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프로그램은 4800 E. Rancier Avenue in Killeen, Texas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벨 카운티
청소년 보호관찰국과 카운티 교육구의 협동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들에게 교육,
훈육,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JJAEP 프로그램의 목적은 교육, 안전, 자아 훈육에 집중하여
학생들이 해당 학년 수준에서 공부하도록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6학년에서 12학년까지 4 주요 과목 (영어, 수학, 과학, 사회학)을 가르치며 선택과목은 없습니다.
학생 훈육의 필요사항은 벨 카운티 청소년 보호관찰국에서 관리합니다.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학생은 청소년 위원회가 설정한 규칙, 규제, 복장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퇴학 기한
정규나 대체 학교에서 퇴학당한 모든 학생들은 퇴학 기한동안 청소년 사법 대체 교육 프로그램
(JJAEP)에 배정됩니다. 퇴학 기한은 교육구 지침 그리고 벨 카운티 청소년 보호관찰국과의
동의아래 정당한 절차의 청문회에서 교육구 청문회 임원이 결정할 것입니다. 의무적 퇴학
위반행위의 배정 기한은 최고 120일의 성공적인 학교일까지 입니다.
타이틀 5 중범죄로 인해 퇴학당하였으면, 배정 기한은 다음때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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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가 경범죄의 기각이나 경감되는 경우, 또는
다른 프로그램에 배치 또는 배정된 기간의 완료.

등록된 성 범죄자로 퇴학당하였으면, 배정은 최소한 한 (1) 학기이며, 이후 위원회가 검토하여
학생의 배정을 계속하거나 정규 교실로 되돌아오게 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학교
이사회나 지정인에게 최종 결정을 위한 권고를 할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존재가 다음과 같다고
판정되면 정규 교실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 다른 학생이나 교사의 안전을 위협,
• 교육 과정에 해가되고, 또는
• 교육구 학생들에게 최상의 방책이 아님.

퇴학에서 복교
퇴학 기한을 마친후, 학생은 정규 학교로 복교하기전에 전환 기한으로 Gateway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배정될 것입니다. 학생이 원래 정규 학교에서 JJAEP로 직접 퇴학당하였으면, 전환
기한은 45일간의 성공적 날짜가 됩니다. 학생이 Gateway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JJAEP로
퇴학당하였으면, 전환 기한은 보통 학생이 퇴학시 Gateway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원래 배정에
남아있는 날짜입니다. 전환 배정의 실제 기한과 조건은 퇴학 청문회 절차의 일환으로 교육구
청문회 임원이 결정할 것입니다.
학생의 JJAEP로의 배정과 정규 학교로의 복교 사이의 전환 기한도중, 학생은 교육구 보호관찰에
놓이게 됩니다. 교육구 보호관찰에 놓여있는 동안, 학생은 학생 행동 강령의 한번의 심각한
위반행위를 하면, JJAEP에 재배정됩니다. 교육구 보호관찰은 학생이 보호관찰도중 전학하면 전학
학교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항소 절차
모든 경우에, 원래의 징계 조치가 모든 수준에서의 항소 절차 계류도중 효력을 갖습니다.

학교내:
학교내서 내려진 징계 결정은 학생 서비스 국장이나 교육구 청문회 임원에게 항소될 수 있습니다.
교장의 지정인 (보통 부교장)이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교장에게 첫 항소를 해야 합니다. 교장의
결정만을 항소할 수 있습니다. 교장이 학교일 하루 이상 공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
서비스 국장이나 교육구 청문회 임원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소는 학교 결정의
통지후 삼 (3)일 이내에 문서로 접수시켜야 합니다. 문서 항소는 아래 명시된 이 앞으로 해야
합니다:
Executive Director for Student Services (학생
서비스 국장)
Dr. Joseph Welch
902 N. 10th St.
Killeen, TX 76541

District Hearing Officer(교육구 청문회 임원)
Jennifer Washington
4100 Zephyr Road
Killeen, TX 76543

학생 서비스 국장 또는 교육구 청문회 임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항소될 수 없습니다.

교육구내: (DAEP 배정과 퇴학)
교육구 청문회 임원이 내린 징계 대체 교육 프로그램 (DAEP)으로의 배정이나 퇴학 그리고 청소년
사법 대체 교육 프로그램(JJAEP)으로의 배정 결정은 이사회에 항소될 수 있습니다. 항소된
사건의 유일한 양상은 해당 이사회가 적법 절차나 또는 이사회 정책 위반사항들을 청취해야
합니다. 위원회 항소는 케이스의 사실에 대한 재증언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며 증인의 증언이나
증거의 제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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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 대한 항소는 교육구 청문회 임원의 결정이 내려진 7일 이내에 문서로 접수시켜야 합니다.
문서 항소는 다음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Board of Trustees 이사회)
Killeen 독립 교육구
P.O. Box 967
Killeen, TX 76540
DAEP 배정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은 최정적이며 항소될 수 없습니다. 퇴학 케이스는 벨 카운티
지역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소는 “새롭게” 시작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법원은
새롭게 제시되는 증거와 증언을 할 증인을 포함하여 완전히 경청합니다.
주:
•

•
•

학교외에서 자행된 중범죄의 통지로 DAEP에 배정된 케이스로써 법원에 제기되지 않거나
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받은 케이스에서 교육감이나 지정인의 DAEP 배정 지속
결정을 확인한 이사회의 결정은 텍사스주 교육 커미셔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주 또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모든 징계 대상 위반행위를 해당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된 성 범죄자의 배정과 관련된 케이스에서 이사회에 대한 항소는 학생이 형법 절차 제
62장아래 성 범죄자로 등록해야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실적 질문으로 제한됩니다.

출석:
텍사스 교육 법령 인용문: 의무 출석 요건
§25.085
• 본 섹션아래 학교에 출석해야하는 아동은 제공되는 강습 프로그램의 전체 기간동안 매
등교일에 학교에 출석해야 합니다.
• TEC §25.086에 의해 특정적으로 제외되기전에는, 최소 6세 아동 또는 6세 미만이고 이전에
1학년에 등록하였으며 아직 19세가 되지 않은 아동은 학교에 출석해야 합니다.
• 19 세 이상의 학생이 3 번째 무단 결석을 한 후에, 교육구는 법에 따라 해당 학생이 한
학기에 무단 결석이 5 회 이상이 넘는 경우, 학년의 나머지 기간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서신을 학생에게 보낼 것입니다. 학생의 등록을 취소하는 대신에, 교육구는 행동
개선 계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은 프리 킨더가든이나 킨더가든에 등록하여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

학교 직원은 주정부의 의무적인 출석 법의 위반을 조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주 정부가
“가속도가 있는 교육”이라고 부르는 추가 특별 교육등과 같은 필수적 특별
프로그램으로부터, 수업에 학교의 허락없이 결석하는 학생은 의무 출석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25.087
교육구는 다음 목적을 위한 여행을 포함하여 다음 목적에 대한 학생의 학교 결석이 허가됩니다:
• 종교적 축제일 기념,
• 필요한 법원 출두, 또는
• 학생 또는 학생의 자녀의 경우 의사와 진찰 예약으로 인한 임시 결석이나 예약이 있는
같은날 수업이 시작되거나 학교로 되돌아 가는 날로 이로 인한 임시 결석하는 경우.
예약일은 의사로부터의 통지문으로 적절히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직업 군인 (부모, 양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부양하에 있는 학생은 다음 조건에 따른
군복무로의 배치나 복귀와 관련한 결석의 경우 학교에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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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배치는 반드시 부모, 양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거주지역 이외의 지역이어야 합니다.
• 부대 배치는 최소한 연속 사 (4)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 학교 결석은 부대 배치전 60일 이전에는 면제되지 않으며, 부대배치에서 돌아온 후 30일
이후에는 결석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이 조항에 따른 결석일수는 오 (5)일로 제한됩니다.
본 조항에 의해 결석이 허가되는 학생은 학교를 출석한 것처럼 처리됩니다. 학생이 과제물을
만족스럽게 완수하면 결석일은 출석일처럼 처리됩니다.
§25.092
제공된 학급에 최소 75퍼센트 그리고 90 퍼센트 미만으로 출석한 학생은 학교의 교장이 인가한
해당 학급의 강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획안을 완료할 경우 본 학급의 학점이 주어집니다. 형사
또는 청소년 사범 절차의 법원 사법권한 아래에 있는 학생은 케이스 담당 판사의 동의 없이는 본
항목아래 학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단결석 (122)
등교일 학교나 학급으로부터 허가된 문서없이 결석한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간주되며 징계와/또는
법원 명령 대상이 됩니다.

지각 (207)
지각은 교실에 방해를 주며 징계 처벌과 함께 처리될 것입니다. 지각은 지각종이 울릴때 지정된
장소에 있지 않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유없는 결석 (200)
적절한 허가 문서가 없고 학교 출석 담당 직원으로부터 “정상참작 상황”으로 판정되지 않은
결석은 이유없는 결석으로 간주됩니다. 학생이 이유없는 결석과 무단결석을 누적하게되면,
토요일 처벌일에 놓친 강의시간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생이 토요일 처벌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지 못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결석은 계속 “이유없음”으로 남게되고 추가의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학점 손실 (고등학교)이나 다음 학년으로의 진학(중학교와 초등학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십 (10)일의 결석일을 누적하거나 고등학교에서 부모가
통지문으로 허가한 4 주간 기간중 삼(3)일의 결석일을 누적한 후에는, 추가의 결석일은
의사로부터의 편지가 필요합니다. 정상참작 상황에서만 학교 간호원이 상기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 통지문은 학생이 학교로 되돌아오는 오 (5)일 이내에 학교 출석 담당 비서나 기타 해당
교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오 (5)일 이내에 통지문을 제출하지 않은 결석은 이유없음으로
분류됩니다.
경고: 이유없는 결석과 무단결석은 텍사스 교육 법령 조항 25.095 에 학생이 같은 학년도의 6 개월
기간내에 10 일 이상 또는 부분적 일을 결석하면 다음의 대상이 된다고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법원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1) 텍사스 법에 따라 부모가 민사 기소 조치될 수 있다; 또한
(2) 텍사스 법에 따라 학생이 민사 기소 조치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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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가중 폭력
“가중 폭력”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 부상을 입히거나 또는 폭력행위도중 치명적 무기를
내보이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형법 22.02(a))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란 심각한 사망 위험 또는 사망, 심각한 영구적 상처를 초래, 또는 신체
부위나 장기의 기능을 오랫동안 손실시키거나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치명적 무기”란 총기류, 또는 사망,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설계, 제작,
조작된 물체, 또는 사용 또는 의도된 사용이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체로 정의됩니다. (형법 1.07(46), (17))

신체적 부상 폭력
신체적 부상 폭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신체적 부상을 입힘. (형법 22.01(a) (1))
“신체적 부상”은 신체적 통증, 질병, 또는 기타 신체적 상태의 장애로 정의됩니다. (형법 1.07(8))

부정행위/복사
부정행위나 복사하는 행위는 학과적 문제로 간주되며 학과적 처벌이 가장 적절한 처벌책입니다.
교사가 전문적 판단으로 학생이 부정행위를 했거나 복사하였다고 판단하면,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책을 내릴 것입니다. 처벌책은 해당 학습물에 “0” 점수를 주거나 만회하기 위한 학습
기회를 주지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교실 계정
교실 계정은 KISD 네트워크 서비스가 제공하는 액세스와 KISD 네트워크 서비스, 강의 기술부,
학과와 강의부가 인가한 다른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액세스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파병된 KISD
학생의 부모들과의 통신을 위한 미국 군대와 같은 정부 조직을 포함합니다.

커뮤니티 서비스
교육구내 학교는 타입 II 경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로 지역사회 봉사를 징계 처벌로 처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는 카페테리아를 포함해 학교 주변을 약간씩 청소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역사회 봉사 작업에 배정된 학생은 항상 지역사회 봉사나 기타 징계 처벌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역사회 봉사는 교직원이 감독하고 학생이 청소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인가된
장갑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학생이 지역사회 봉사로 배정된 것을 반대하는 부모는 학생에게
지역사회 봉사를 처벌로 이용할 수 없다고 교장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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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왕따
휴대 전화 또는 다른 류의 전화나, 컴퓨터, 카메라, 전자 메일, 인스턴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앱,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기타 인터넷 기반 통신 도구등의 사용을 포함하는, 모든 전자
통신 장치 사용을 통해 수행되는 왕따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다음이 해당됩니다.
•
•
•

학교 소유지 또는 학교 소유지 안과, 밖에서 학교가 후원하거나 학교와 관련된 활동의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문자로 전송되는 왕따 행위;
학교 또는 학교가 후원하거나 학교와 관련된 활동에 오고 가는 교통편에 사용되고 있는
공공 또는 개인 스쿨 버스나 또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왕따; 그리고
학교 부지나 학교가 후원하는 또는 학교 관련 활동 밖에서 발생하는 왕따
다음과 같은 사이버 왕따의 경우

*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방해하거나 교실, 학교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또는 학교 관련 활동의
질서있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TEC 37.0832

데이트 관계
“데이트 관계”란 로맨틱하거나 가까운 사이로써 개인들간에 계속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1) 관계의 기간, (2) 관계의 본질, (3) 관계에 있는 개인들간의 상호교류 빈도와
타입을 고려하여 판정됩니다. 보통의 관계 또는 학교나 사회 교류 상황에서의 보통 친우관계는
“데이트 관계”가 아닙니다.
가정법 71.0021 (b)-(c)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위협, 겁을 주거나
억압하기 위해 신체적, 성적, 구두, 정서적인 학대의 의도된 사용을 포함합니다.
교육법 37.0831 (b)

처벌 (Detention)
주중: (방과전, 후 또는 점심시간 도중)
학생은 불미행위에 대한 처벌로 교장이 지정한 건물내의 처벌실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
시간도중 학생은 과제물 완수, 교과서 공부, 또는 책임있는 행동을 위한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A. 토요일 학교 처벌의 주요 목적은 학생이 불미행위에 대해 최대한대로 많은 반성시간을
갖고 학점이나 진급을 위해 이유없는 결석일을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B. 토요일 배정 수는 불미행위의 심각성이나 이유없는 결석일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C. 초등학교 토요일 처벌 센터는 Clifton Park 초등학교에 있으며 3, 4,5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토요일 벌칙을 각 학교에서 합니다.
주중 벌칙 장소까지의 교통 (방과전)과 벌칙장소로부터의 교통(방과후) 그리고 토요일 벌칙의
교통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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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소스
정보 리소스는 KISD 학과과정과 강의부가 정의한 학과과정에 관련된 리소스 및 보충 자료로
정의됩니다.

페이징 기기나 휴대폰
“페이징 (또는 전자적) 기기나 휴대폰”은 음성 시그널을 보내고 진동하며 메시지를 전시하고 기타
통신을 소유자에게 보내거나 받는 통신 기기입니다. (TEC §37.082)

소지
“소지”란 학생이 소지품을 알고있거나 의도한 것에 상관없이 학생 몸, 또는 자동차, 사물함, 가방,
또는 학생이 실제 또는 건설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물품에서 실제 또는 건설적으로 물건을
통제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합리적인 믿음
합리적인 믿음은 형법 절차 제 15.27항아래 제공되는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사용가능 정보를
이용하여 학교 관계자가 내린 판정을 말합니다.

보복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다음과 같이 다른 사람을 불법 행동으로 해를 끼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것:
A. 다음과 같은 사람의 서비스나 상태에 대한 보복:
i. 공무원; 또는
ii. 범죄를 신고하였거나 범죄를 신고하려고 하는 이; 또는
B. 다은과 같은 사람의 서비스를 막거나 연기시키려 하는 것:
i. 공무원, 증인, 잠재적 증인, 정보 제공자; 또는
ii. 범죄를 신고하였거나 범죄를 신고하려고 하는 이.
“정보 제공자”란 정부 기능과 관련하여 정부에 정보를 통지한 사람을 말합니다.
“해를 끼침”이란 다른 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보아 손실, 불리, 부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형법 1.07 (25),
36.06)

보안 카메라
교육구는 학교와 기타 교육구 건물내에 보안 카메라와 비디오 녹은 장치를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학교 카페테리아, 복도, 기타 지정된 장소, 출입구, 주차장등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육구는 또한 학교 버스내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여 무작위로 학생 행동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교육구는 비디오 녹음을 학생 불미행위와 학생 행동 강령의 위반을 조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녹음은 인가된 교육구 관계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당방어
정당방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적 힘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범위내에서
다른 사람을 상대로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각한 위반행위 (3 - 7 페이지 참조)
정학
• 학교내(ISS)
학생은 특별 교실에 배정되어 학교 과제물을 완수합니다.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는 금지됩니다.
적절하고 가능한대로 카운셀링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특별 교실내에서의 기간은 불미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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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외(OSS)
정학은 징계 이유로 교육 서비스를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학 기간은 배정당 삼 (3)
연속일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교장 (또는 지정인)은 대체 징계 교육 프로그램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거나 금지된 행동에 가담한 학생을 정학처분 시킬 수 있습니다.
정학기간도중의 결석일은 이유있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정학으로 못한 과제물을
인정받기 위해선, 학교로 복귀후 오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학기간도중 교사는
학생을 위해 미리 완수해야할 과제물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에서 정학당한 학생은
교육구 학교나 건물에 있어서는 안되며, 정학기간도중 학교 관련 또는 학교 후원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테러 위협
테러 위협은 다음과 같은 의도로 사람이나 건물에 대해 폭력 위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모든 종류의 관계자나 자원봉사 기관으로부터 반응을 얻어내려 함;
• 즉시적인 심각한 신체 부상의 공포를 유발:
• 건물;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방, 모임 장소, 또는 장소; 고용이나 직업 장소; 항공기,
자동차, 기타 수송 매체, 기타 공공 장소의 활용이나 사용을 막고 방해;
공공
통신, 공공 교통, 공공 수도, 가스, 전력 또는 기타 공공 서비스의 장애나 방해를
•
유발;
• 일반 또는 중요한 일반 그룹을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두려움에 놓이게하는 행위
• 연방 정부, 주, 또는 주의 정치 하부기관 (본 교육구 포함)의 부처 또는 기관의 행동 또는
활동에 영향을 주는 행위.

타이틀 5 위반행위
타이틀 5 위반행위는 살인, 납치, 폭력, 성 폭력, 불법 억압, 아동에게 신체적 부상을 유발하는 경우
갱 멤버가 되도록 강압, 조장, 유도, 및 아동 성추행, 아동이나 노인, 장애자에 대한 부상, 아동
유기나 위험에 처하게 하고, 살인적 행위, 테러 위협, 자살 협조, 소비자 제품 조작등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 부상을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책 FOC (EXHIBIT) @ www.killeenisd.org참조].

만취 상태
“만취 상태”란 평상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기능을 하지 못할때를 말하는데 학생은 법적
만취상태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구 관계자는 다른 학생, 직원, 후원자로부터의 정보를 바탕으로 또는 학생이 학교에서 또는
아주 최근전까지 학교에서 또는 학교 활동에서 금지된 약품(알콜, 위험한 마약, 규제 약물, 기타
취하게 하는 물질)을 사용하였다고 자백하여 학생이 학교나 학교 활동에서 약품 사용의 영향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학생이 만취 상태에 있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용이란 학생이 모든 방식으로 자신의 신체에 아주 최근 금지된 약품을 투여하여 학생의 신체적
모습, 행동, 입김, 말하는 것으로 감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징계 배정과 통지
배정
처벌 (Detention)

권고 또는 배정인
교사나 행정원

통지/정당한 절차
부모 연락

항소 대상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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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정학

행정원

부모 연락

교장, 학생 서비스 국장,
교육구 청문회 임원;
가장 최근 결정 3일 이내

학교외 정학

행정원

부모 연락

교장, 학생 서비스 국장,
교육구 청문회 임원;
가장 최근 결정 3일 이내

학교 보호관찰

행정원

반환 영수증이 요구되거나
캠퍼스 보호 관찰 계약서
발급의 등기 우편. 부모나
학생이 동의서 서명에
거부하는 것은 학교
행정원이 서명 옆에
표시하여 기록되어야만
합니다. 계약서 거부는
계약서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교장, 학생 서비스 국장,
교육구 청문회 임원;
가장 최근 결정 3일 이내

DAEP

부모 편지, 학교 회의, 교육구 이사회 (정당한 절차
학교 행정원에 의해 권고;
오류만 해당); 결정 7일
교육구 청문회 임원이 결정 회의
이내

퇴학

학교 행정원에 의해 권고;
부모 편지, 학교 회의, 교육구 이사회 (정당한 절차
교육구 청문회 임원이 결정 회의
오류만 해당); 벨 카운티
지역 법원 결정 7일 이내

복장 규칙
학생은 깨끗하고 단정한 상태로 복장을 입고 머리 모양을 취해야 하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건강 또는 안전 위험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옷은 의도된대로 입어야 합니다. 모든 복장 규칙은
학교 행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복장 규칙을 위반하는 학생은 학교 행정원으로부터 지도을 받아야 하며 준수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준수할 기회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은 부모에게 전화하여
옷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입을 옷을 기다리는 도중, 학생은 (a) 사무실에서 기다리거나; (b)
ISS 에 참석; (c) 교실에 갈 수 있습니다(심각한 위반이 아닌 경우); 또는 (d) 행정원이 보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다른 방법. 준수를 안하거나 반복적으로 복장 규칙을 위반하는
학생은 징계 조치 대상이 됩니다.
복장 규칙 예외로는 지정된 날에 교장이 허가한 유니폼을 착용하는 학생과 학교 공식 그룹 또는
단체 회원으로 참가하는 학생들입니다. 특정 선택 과목과 과외활동은 일반 학생들보다 더욱
엄격한 규칙과 모습 기준을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교육구는 다음과 같이 의류에 있는 사진, 의장, 문자를 금지합니다:
• 외설적이고 혐오적이며 저속적이고 불쾌한 것.
• 담배 제품, 알콜 음료, 마약, 또는 기타 금지된 약품을 선전 또는 표시.
• 알아볼 수 있는 인종, 피부색, 신념, 출신 국가, 종교, 연령, 성별, 장애와 관련한 경멸적 말을
포함.

34

다음과 같은 복장과 모습 기준이 표시된 예외사항은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1. 바지, 하의 청바지는 허용되는 복장입니다. 스판덱스 바지나 반바지, 박서 반바지, 그리고
무릎위 6 인치를 넘은 구멍이 있는 반바지나 바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지와 반바지는
사이즈가 한단위로 커서는 안되며 허리춤에 입어야하고 “축 처져”있으면 안됩니다.
셔츠와 블라우스는 적절한 크기이어야 하며 갱 관련 상태를 나타내서는 안되고 금지품을
감춰서는 안됩니다. 셔츠는 바지나 스커트 바깥으로 입었을때 학생의 손톱 넘어로
길어서는 안됩니다.
2. “축 처지는 것” (바지를 허리아래로 입거나 내의를 보이게 입는 것)은 허용안됩니다.
3. 일반적 지침으로써, 드레스/스커트 길이와 반바지는 무릎 맨 위로 6 인치를 넘어서는
안되며 안락하게 걷고, 구부리고, 무릎을 꿇고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4. 탱크 톱, 망 (그물망) 셔츠 등등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한 의복은 허용안됩니다.
초등학교에만 적용: 반바지와 치마의 길이는 무릎 위 4 인치 이하여야 합니다. 탱크톱과
유사한 의복은 프리 K-2 학년 학생이 입을 수 있고 특히 뜨거운 날에 입을 수 있습니다.
5. 내의나 밤에 있는 옷으로 디자인된 의복은 보여서는 안되며 외복으로 입어서는 안됩니다.
6. 필요없는 시선을 모을 수 있는 꽉 조이고/또는 훤하게 보이는 의복이나 악세서리는
금지됩니다. 투명하고/또는 안이 보이는 의복은 입어서는 안됩니다. 상의는 상체와
어깨를 완전히 덮어야 하고 (예, 홀터 톱, 튜브 톱, 스파게티 스트랩 등등) 몸통을 넘어,
학교에서 평상하는 활동도중 피부가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7. 머리를 덮는 것, 반다나 (모든 방식), 후드, 땀 밴드는 건물내에서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종교 또는 의학적 이유로 인한 이 방침에 대한 예외는 학교 행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8. 학생은 학교에 적절한 신발류를 착용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신발류로는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실내 슬리퍼, 신발 스케이트, 물 신발, 양말 신발, 금속 스파이크가 있는 신발입니다.
9. 머리는 단정, 깨끗하고 잘 빗겨져 있어야 합니다. 수염은 있는 경우 단정하고 잘 깍여져
있어야 합니다. 보석, 트렌치코트, 상징, 배지, 심볼, 사인, 기타 아이템이나 의류를
포함하여 색깔, 배정, 상표, 심볼, 기타 특징으로 갱 소속이나 관계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학교 환경, 활동 및/또는 교육 목표를 크게 방해, 훼손, 실제적으로 간섭하게되는 의류
종류는 학교내에서 또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학교 관련 행사에서 금지됩니다.
10. Gateway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을 제외하고 모든 중고등학생 (6-12 학년)에게
사진 신분증이 발급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나 학교 행사시 그리고 교육구 버스로
학교에서부터 또한 학교까지 통학할때 사진 신분증을 앞에서 보이게 하여 (허리 위로)
항상 착용하여야 합니다.
표준 복장 규칙이 인가된 학교를 재학하는 학생들은 추가의 복장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의 복장 규칙 필수조건은 학교 교직원에 의해 학생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KISD 진보적 훈계 지표
일반 사항
학교 행정원은 징계 인계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KISD 학생
행동 강령과 관련하여 징계 처벌의 관리 지침서입니다.

심각한 위반행위
학생은 학교 보호관찰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학교내 정학 또는 학교외 정학과 연관하여). 학교
보호관찰은 “최종 경고”로써 다음의 심각한 위반행위는 DAEP 배정을 위한 청문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내 보호관찰은 그 기간이 4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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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버스 안전/심각한 위반
학교 버스 안전 위반과 버스에서 일어난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4번째 버스 위반은 최소
임시 퇴출 (영구 퇴출도 가능) 결정이 내려지며 5번째 위반은 영구 버스 퇴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DAEP에 출석하는 학생은 3번째 버스 위반으로 영구 버스 퇴출을 받을 수 있으며 3번째
위반전의 명백한 버스 위반은 즉시적 버스 퇴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아래서, 통학
서비스 국장은 본 규제 조항에 명시된 날짜보다 일찍 임시 또는 영구 버스 퇴출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범 (일반) 에는야단법석하는 행위 (203), 부적절한 언어 (206), 및 허가없이 학교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204) 가 포함됩니다.
각 사건 = 최소 한 (1)번의 처벌
학교 사무실 인계 1 – 4 (위반행위에 따라 코드가 매겨짐) = 행정원이 보기에 적절한 처벌
학교 사무실 인계 5 – 7 (코드 109) = 행정원이 보기에 적절한 처벌 또는 적절한 경우 버스 퇴출)
학교 사무실 인계 8 (코드 109) = 학생이 적절한 처벌을 받고 추가로 학교 보호관찰에 놓임.
학교 사무실 인계 9 (코드 109) = DAEP 배정이 권고

학교 버스 위반 (경범 위반)
학교 버스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학생이 4번째 위반까지 적절한 처벌을 받습니다. 5번째에서
8번째 위반은 심각한 위반으로 처리되고 임시 버스 퇴출 결정이 내려집니다. 9번째 위반은 영구
버스 퇴출을 당합니다.
프리-K와 K(유치원)학년 학생은 지정된 버스 정거장에서 오후 통학시 3회 부모가 같이 있지 않을
경우에는(또는 지정된 부모의 대리인) 학교 관계자가 버스 통학 특권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이유로 버스 사용권리가 박탈당한 경우 교육구 직원이 아동 보호 서비스 (CPS)에 통지할 것입니다.
1번째와 2번째 위반 – 학교 행정인이 적절한 개입을 위해 학교 부모 연락인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3번째 위반 – 학교 행정원이 CPS에 통보

경범 위반 (특정적)
지각 (207), 복장 규칙(202), 및 통신/전자 기기(201)
지각에 대한 학교 사무실 인계 (중고등학교), 복장 규칙(신분증 포함), 통신/전자 기기 위반은 다음
아래의 표에 따라 처리되는데 처벌 리스트는 권고사항입니다. 효율적인 교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 행정원은 위반이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지면 모든 처벌을 적용할 신축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교실 규칙의 모든 위반에서처럼, 교사는 각 위반에 대해 교사가 지시한 처벌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 통신 또는 전자기기 (휴대폰 포함)가 관련된 모든 사소한(특정적) 위반행위는 다음 아래의
처벌 리스트이외에 학교 행정처가 명시한 특정 기간동안의 압수 대상이 됩니다.
인계 수
1
2
3
4
5
6

사건 수
4 (경범)
8 (경범)
12 (경범)
16 (심각: 코드 199)
20 (심각: 코드 199)
24 (심각: 코드 199)

처벌책
처벌(Detention) (오전, 오후, 점심시간, 또는 토요일)
처벌(Detention) (오전, 오후, 점심시간, 또는 토요일)
처벌(Detention) (오전, 오후, 점심시간, 또는 토요일)
학교내 정학
ISS 및 학교 보호 관찰
DAEP 청문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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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래의 표는 여러 종류의 위반행위와 관련 처벌책을 비교해 줍니다.
심각

경범 (일반)

# 1 = 적절한 처벌
#2-4 = 적절한 처벌
#5-7 (코드 109) = 적절한 처벌(또는
해당시 버스 퇴출)
#8 (코드 109) = *CP + 적절한 처벌
#9 (코드 109) = 가능한 DAEP 권고

#4 = *CP
#5 = 가능한
DAEP
*CP = 학교 보호관찰 (Campus Probation)

경범 (특정) (201, 202, 207)
#1 (4) (코드 201, 202, 207 ) =
처벌(Detention)
#2 (8) (코드 201, 202, 207) = 처벌
#3 (12) (코드 201, 202, 207) = 처벌
#4 (16) (코드 199) = ISS
#5 (20) (코드 199) = ISS 및 CP
#6 (24) (코드 199) = 30 성공적 일의
가능한 DAEP 권고

지각의 정의
• 지각은 지각종이 울릴때 지정된 장소에 있지 않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 중고등학교: 지각은 누적되지 않고 학기별로 기록됩니다.
교실에 15분이상 늦은 학생은 지각대신에 결석으로 간주됩니다.
• 초등학교:
o 학교 시작 오 (5)분전에 경고 종이 울립니다.
o 두번째 종 (지각 종)이 학교가 예정된 시간에 시작될때 울립니다.
o 학교 행정처가 지각 학생을 교실에 들어오게 하는 허용 절차를 작성할 것입니다.
o 각 9주간의 기간의 3번에서 10번까지의 지각에 대해 학교가 부모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o 각 성적 기간중 다섯번째 (5) 지각에 해당되면, 학교는 학생 가족에 연락하여
지각을 없앨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o 지각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긍정적 칭찬을 해주는 것이 권장됩니다.
o 초등학교 학생은 지각 방침의 계속되는 위반에 대해 처벌 (detention)(오전, 오후,
점심시간, 또는 토요일)에 처해집니다.

싸움
학교에서나 학교 관련 행사 또는 학교외에서 싸움을 하는 학생은 다음의 처벌에 처해집니다:
중학교
• 한 (1)번의 싸움은 정당한 절차의 청문회와 DAEP 배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 두 (2)번의 싸움은 정당한 절차의 청문회와 DAEP 배정이 권고됩니다.
고등학교
• 한 (1)번의 싸움은 정당한 절차의 청문회와 DAEP 배정이 권고됩니다.

무단결석
무단결석 케이스는 법원에 제기되어야 하며 DAEP 배정 권고전에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법원
출두후 첫번째 무단결석은 DAEP 배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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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사용 허용 방침
A. 개인적 책임
Killeen 독립 교육구는 월드와이드웹과 전자 네트워크, 리소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육구는 교사들이 오늘날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디지털 리소스와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보다 더 참여할 수 있는 과제물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액세스는 특권이며 권리가 아닙니다, 또한 모든 사용자에게 책임이 따릅니다.
기술과 기술 액세스는 매우 빨리 변화합니다. 남용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용이란 본
동의문이나 여기 동의문에 포함되지않은 기타 모든 사용으로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교육구 리소스에 해를 끼치는 영향을 주는 사용을 말합니다.
B. 허용되는 활동
1. Killeen ISD 의 특정 학과 포커스를 지원하는 모든 기술적 활동은 허용됩니다.
2. Killeen ISD 의 운영을 지원하는 모든 활동은 허용됩니다.
3. 사용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은 허용됩니다.
C. 허용되지 않는 활동
1. 어느 행동의 일부분이 허용되지 않는 행동의 설명에 해당되면, 그 전체 행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미국이 자주권으로 인정하는 정부가 불법으로 정의한 행동은 금지됩니다.
3. 미국이 조약으로 불법으로 정의한 행동은 금지됩니다.
4. 연령, 성별, 인종, 신념, 출신국가, 종교 또는 기타 비차별법아래 포함되는 요소를 이유로
중상적, 선동적, 혐의적 또는 기타 혐오적인 정보는 통신되거나 출판되지 않습니다.
5. 알려진 사안으로부터 Killeen 독립 교육구에 민사 책임이나 잠재적 민사 책임을 지게하는
상황을 만드는 행동은 상황의 이유에 상관없이 금지됩니다.
6. Killeen 독립 교육구외의 사람이나 기관에 소득을 주는 행동은 금지됩니다.
7. 개인 사용을 위한 개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이나 판매는 금지됩니다.
8. 시스템의 전체나 일부를 작동못하게 하고 기능을 중지시키는 행동은 금지됩니다.
9. 시스템의 어떠한 부분을 부작동 한계점에 다가가게 하는 행동은 금지됩니다.
10.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겂을 주거나 강압하는 행동은 금지됩니다.
11. 모든 기기의 저장된 데이터나 설정을 변경하거나 변경 시도는 금지됩니다.
12. 모독적, 외설적, 경멸적 또는 기타 부적절한 통신은 금지됩니다.
13. 모든 기구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물리적 파손이나 파괴는 금지됩니다.
14.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와/또는 소셜 네트워킹 기반 채팅룸을 이용하는 모든 행동
15.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해 괴롭힘을 촉진하는 모든 행동.
D. 이메일
1. 이메일은 텍사스주 법아래 교직원과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2. 학생은 교실 계정이나 관련 과제물의 통신을 위해 필요한대로 교사의 직접 감독아래
그리고 Killeen ISD 지침에 따라 협력하여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학생은 교육구가 제공하는 학생 이메일 계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 이메일 계정은
특권입니다.
4. 학생 이메일 계정은 사적인 용도가 아니며 언제든지 점검될 수 있습니다. 학생 이메일
계정은 기본적으로 강의 목적과 통신 도구로써 제공됩니다.
5. 학생은 교육구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이용한 개인 이메일 계정 사용이 금지됩니다.
6. Killeen ISD 네트워크를 통하는 이메일 메시지나 이메일의 첨부물에 담겨진 모든 정보는
공공 정보이며 적절한 신청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7. 이메일 체인 레터는 소스나 내용에 상관없이 회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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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메일은 발송자의 문서 허가없이는 회송되지 않습니다.
E. 협동하기
1. 여러 다른 물리적 장소의 사용자들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과제물에 함께 작업할 수
있습니다.
2. 협동을 위한 모든 기술은 명시된 모든 기타 지침서와 방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3. 협동을 위한 공유 사이트는 Killeen ISD 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상용 호스트는 정기적 저장
정보의 로깅을 통해 프라이버시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상용 호스트는 또한 호스트되는
다른 내용으로 인해 액세스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4. 협동을 위한 공유 사이트는 Killeen ISD 방화벽 안에 있어 허가안된 액세스를 방지하고
개인 브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합니다.
F. 출판
1. 개인 정보는 적절한 방출없이 어느 매체를 통해서도 출판되지 않을 것입니다.
2. 학생 정보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허가없이 출판되지 않을 것입니다.
3. 학생은 교육구 통신과/또는 출판 리소스에서 개인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됩니다.
대학교와의 통신을 위해 제한적 예외가 허용됩니다.
4. Killeen ISD 와 관련된 식별자는 해당 Killeen ISD 관계자의 문서 허가없이 어떠한 출판
매체에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G. 보안
1. 학생의 이미지는 적절한 방출없이 출판되거나 공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2. 학생 정보는 적절한 방출없이 출판되거나 공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3. 각 학생은 자신의 통제아래 모든 노력을 기울여 기구를 안전하게 하여 손실이나 파손을
방지해야 합니다.
4. 학생은 이메일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H. 개인 정보 보호
1. 네트워크의 모든 컴포넌트를 통해 저장되거나 통신된 모든 정보는 검토 대상이 되며 법적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보는 계시도거나 통신되지 않을
것입니다.
3. 시스템 관리자들이 언제든지 이유없이 모든 통신이나 활동을 검토/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4. 네트워크에 저장된 학생 정보를 부모가 액세스하는 것은 제정된 부모 권리 방침을
따릅니다.
I.

저작권
1. 저작권 법은 모든 지적 재산을 보호합니다.
2. 학생은 지적 재산아래 작업 소유권을 유지합니다.
3. 모든 저작권은 존중됩니다.
4. 모든 작업 출처는 적절히 인용됩니다.

J. 공평한 사용
1. 공평한 사용은 교육 과정에서 저작권 작업물의 부분적 사용 특권을 관장합니다.
2. 저작권 작업물의 모든 부분적 사용은 공평한 사용 지침서를 준수합니다.
K. 책임의 제한성
1. 교육구는 네트워크가 또는 이를 통해 제공된 기능이나 서비스가 아무런 결함없이 오류가
없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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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구는 데이터 손실 또는 서비스 방해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파손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교육구는 허가되지 않은 시스템의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금전적 의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교육구는 학생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일으킨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학생과
부모는 허가되지 않은 사용과/또는 학생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일으킨 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의무에 책임을 집니다.
5. 교육구는 학생의 이메일 계정 남용이나 통신, 공유, 또한 이메일 계정에 포함될 수 있는
통신의 남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성적 희롱 / 학대와 부모, 학생의 권리 통보
학생은 성적 희롱을 포함하여 성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없이 교육구 학교와 학교 관련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와 학생은 교육구의 공공 학교에서의 성적 학대와 희롱을
예방하는 노력을 지원하도록 권장됩니다.

성적 희롱이란 무엇인가?
학생 대 학생의 성적 희롱은 원치않고 달갑지 않은, 성행위 요구를 포함하여 말이나 몸짓, 또는
기타 모든 성적 행위의 구두 또는 신체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인 (또는 교직원) 대 학생의 성적 희롱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모든 원치않고 달갑지 않은 성적 요구,
• 성행위 요구, 및
• 기타 구두 (말 또는 문자), 신체적, 시각적인 성적 행위.
또한 개인적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성적인 대화를 한다거나, 집이나 다른 곳에 있는 학생에게
전화하여 부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요구한다든지, 성적인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신체적 접촉, 학생을 학점이나 기타 학교 관련 혜택을 미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혹, 강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적 학대란 무엇인가?
성적 학대란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 성행위”로 정의됩니다. 여기에는 만지는 것, 성 폭력, 성교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적 학대는 아동 학대의 한 유형으로 해당 법 집행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 통지
교육구는 다른 학생에 의해 성적 희롱에 관련되었고 고발이 경범이 아니며 또는 교직원에 의한
성적 희롱 또는 성적 학대 사건의 발생 경우, 학생의 부모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통지는 전화, 편지,
개인 면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교장이나 지정인이 학생이 성적 희롱이나 학대를 당하였다고 보고를 받으면, 학교 행정원은
조사를 시작하여 즉각 개입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교육구 직원이 사건에 관련되었다고 확인되면, 경고에서 해고까지의 징계 조치가 취해집니다.
학생이 사건에 관련되었다고 확인되면, 위반의 본질에 근거하여 퇴학까지와 퇴학을 포함하여
모든 징계 조치를 고려할 것입니다.
부모와 학생은 성적 희롱/성적 학대 사건을 신고하도록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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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생에 의한 성적 희롱의 고발이나 교직원에 의한 성적 희롱 또는 성적 학대 고발은 교장,
교장의 지정인 또는 교육구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와의 회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불만 접수후 오
(5)일 이내에 회의 일정이 짜여질 것입니다. 교장이나 타이틀 IX 코디네이터가 조사를
코디네이트하여 십 (10)일 이내에 완료할 것입니다. 부모는 정상참작 상황으로 인한 연기에 대해
통지될 것입니다. 불만청구는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Jennifer Washington
4100 Zephyr Rd.
Killeen, TX 76543
(254) 336-2827
성인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Courtney Dickey
200 North W.S. Young Dr.
Killeen, TX 76543
(254) 336-0045
불만 청구는 또한 개별적으로 다음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Office of Civil Rights (민권부):
Regional Director (지역국장)
Office of Civil Rights, Region VI (민권부, 지역 VI)
1999 Bryant Street, Suite 1620
Dallas, TX 75201
전화 (214) 661-9600
팩스 (214) 661-9587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교육구가 타이틀 IX 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타이틀 IX 의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를 조사하거나 감독합니다.
의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사항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합니다.교육구가 도입한 타이틀 IX 불만
처리과정은 교장이나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로부터 입수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절차 내내
부모와/또는 대리인은 학생을 동행할 수 있습니다.

1

교내 또는 교육구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2
3
4

권위에 대한 경멸적 무시 또는 도전의 행위
컴퓨터나 또는 허용되는 사용 정책, 규칙 또는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
안전 수칙에 대한 위반

5

복장 또는 몸 단장 규정의 위반

6

어떤 방식 으로든 학교 풍토나 교육 과정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학교 관계자가 해당 행위가 학교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폭력을 선동할 것으로 여겨지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행위
허가없이 스테레오 헤드셋, iPod, 전자 게임, 휴대 전화, 태블릿,
녹음 장치 또는 기타 금지하는 엔터테인먼트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 시험이나 기타 숙제, 표절 또는 다른 사람과 작문 작성시
허락되지 않은 협력이나 성적이 매겨지는 기타 숙제를 포함하되
이로 국한되지 않는 교육관련 부정직한 행위
허가없이 교실, 학교 운동장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
고등학교 신입생
b. 점심시간의 교내 외출 행위. 지정된 식사 장소 밖에서
식사를 하거나 마시는 행위
사전 허가없이 물건을 학교내에서 파는 행위
학교 버스내 행동규범에 대한 학교 규칙을 어기는 행위
기타 탑승자 및 학교 버스 운전자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본질적
위험 또는 리스크 때문에 추가로 금지된 버스 내 행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a 버스 운전자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행위, 예를 들면
큰소리를 지르거나, 야단법석을 떠는 등
b. 버스가 움직일 때 서 있거나 아니면 자리를 뜨는 경우

7

8

9
9.1

10
11

11.1
11.2
11.3
11.4
11.5
12

c. 버스 창문 밖으로 머리나 몸의 일부를 내미는 경우
d. 지정되지 않은 버스를 타거나 허가없이 지정되지 않은
정류장에서 버스에 승하차하는 행위.
e. 허락없이 비상문를 통해 버스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학교, 교육구 보호관찰 위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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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규칙

학생 행동

의무적
퇴학

번호

의무적
DAEP

부록

108
117
105
103
111
112
109
202
106
117

201

100

100
108

204
205

205
205
205
205
205
123

13

14

14.1
15

16
17
18
18.1

18.2

18.3
18.4
18.5

18.6

학생 행동 강령의 위반
동일한 경미한 위반이나, 반복되는 기타 경미한 위반, 또는 기타
통지된 학교, 교실 행동 기준의 반복적 위반행위의 경우
아래의 위반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무단 결석
무단 결석의 예: 부모님이나 학교에 숙지하거나 허락없이 학교를
빠지거나 수업을 중단하는 등
b. 무단 결석 - 수업에 지각
학교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언어이지만 욕설이나
음란행위 처럼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욕설, 음란한 언어 또는 외설스러운 제스처 사용
공공 장소에서의 애정표현 등,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적절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적 또는 성적 접촉
다음 위반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 왕따시키거나 괴롭힘
(서면 보고서는 반드시 적절한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a. 학교에서 후원하거나 학교 관련 활동에서 또는
교육구에서 운영되는 차량에서 학생에게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학생의 인격 또는 학생의 물품에 대한
손상에 대해 학생이 두려움에 학생이 놓이게 하거나 할 수
있는 학교 부지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행위나 또는 서면
또는 구두 표현,
전자 수단을 통한 표현에 가담하는 행위.
b.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적 취향, 종교 또는
장애에 근거한 민족, 인종 또는
종교적 비방 또는 기타 괴롭히는 행위
c. 타인에 대한 언어적 학대 또는 비하 또는
공격적 발언
d. 다른 학생 소지품의 손상 또는 파손
e. 해당 행위가 성적 선호도의 요구사항을 포함하나 이로
제한하지 않는 말, 제스쳐 또는 기타 성적 행위에
상관없이
성희롱 또는 성적 남용으로 간주되는 행위
f. 폭력 데이트란 가해자와 데이트나 결혼 관계가 있는 또는
있었던 사람과 데이트나 또는 결혼관계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가해자가 피해를 주는 것 때문에, 또는 가해자와
현재 또는 이전에 데이트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신체적, 성적, 언어적 또는 정서적인 학대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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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규칙

학생 행동

의무적
퇴학

번호

의무적
DAEP

부록

109

122

122
207
206

110
118
102
102
104
114

104

104
119
107
118

32
101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단순 폭행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격투 또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 행위
직접 구두로, 또는 전화, 편지, 이메일, 문자 메시지, 저널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부적절하고, 무례하며,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이고, 암시적인 의견을 통해 학교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을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행위
절도
학교 직원이나 자원 봉사자의 교육구 소유물 또는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
무질서한 행동이 되는 행위에 가담 하는 일 (싸움/상호간의 싸움)
심각한 범죄 행위를 도우려고 시도하거나, 돕거나, 장려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학교 관계자에게 심각한 범죄행위를 보고 하지 않는 경우
징계 대체 교육 프로그램 (DAEP)으로 퇴학/ 또는 배치되는 동안
TEC §37.007(c)에 의해 정의된 심각한 나쁜 행실
공공 학교의 남학생 및 여학생 사교 클럽, 비밀 단체, 또는 갱단에
가입이나 서약을 하도록 다른 사람을 부추기거나 회원이 되거나
또는 회원이 되게 서약하는 행위 갱단 관련 행위 또는 활동
(폭력이 아닌)
학생의 신체 부위가 부적절하게 노출 된 경우 (본래 옷으로
가리거나 복장 규정으로 가리도록 요구된 신체 부위의 노출
포함)
강도, 절도 또는 주거 침입 강도질을 저지르거나 돕는 행위
기타 학생 (들), 학교 직원 또는 자원 봉사자에 대한 사망이나
상해 위협 행위 (테러 위협)
의도적으로 신체적 해를 입히기 위해 사용되는 총기류, 칼, 기타
물체를 이용하여 해를 가하기 위해 표적을 삼은 사람들의 명부
등의 “히트 리스트”를 만드는 행위 (테러 위협)
불법 약물, 위험한 마약이나, 규제 약물 또는 알코올로 표시되는
물질 (유사한)을 소유, 배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성냥 또는 라이터의 소지 또는 사용
비 흡연 담배 제품을 소지, 흡연, 또는 담배 또는 담배 대체품을
사용하는 행위 (학생 행동 강령에 정의 된대로 학생이 해당
물질의 “영향을 받는” 상태가 되거나 영향을 받도록 의도된 전자
담배 또는 비 담배 니코틴 공급 제품 또는 부속품 및 기타 물질
포함)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 영화, 또는 이미지의 소유나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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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규칙

학생 행동

의무적
퇴학

번호

의무적
DAEP

부록

203
101
107

113
119
41
100
100
59
34

118

X

113
26

X

26

120
121
33
33

02
100

36
37

38
39
40

41
42
43
44
44.1
45
45.1

45.2
45.3

45.4
46
46.1

46.2
47
48

약물 마약관련 도구 소지 (로치 클립, 롤링 페이퍼, 바늘, 파이프
등)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여 협박할 수있는 방식으로
학용품 (예 : 연필, 펜, 가위 등) 또는 기타 품목을 사용하거나
과시하는 행위
5/12 인치 이하 칼날 소지 또는 사용
모든 류의 폭죽 놀이, 연기 또는 악취 폭탄, 또는 기타 폭죽
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금지 품목의 소지 또는 사용 (예: 무술 용품 (슈리켄 [“넌-척스”],
통파, (나무로 된 무기], 자루, 지휘봉 [짧은 막대기], 볼로 [끝에 추
같은 것이 달리 긴 끈] 펠릿 총, 공기총, 장난감 총 또는 다른 사람이 총기로 인식 할
수있는 기타 도구의 사용 또는 소지
테이저총, 스턴총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의 사용 또는 소지
모든 류의 폭행 행위
교육구 직원이나 또는 자원 봉사자에게 신체적 상해로 폭행하는
행위
교육구 직원이나 자원 봉사자이외의 사람(즉,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폭행하는 행위
중범죄로 처벌되는 행위에 가담, 즉 다음과 같은 범죄 행위 포함:
a. 직원에게 폭행, 괴롭힘, 또는 공포를 의도로
사람 또는 동물의 소변이나 대변, 혈액, 체액, 타액과
접촉되게 하는 행위
B 교육구가 소유하고 있는 유형 재산에 낙서하는 행위
c. 불법 약물, 위험한 마약, 또는 규제 약물로 표시되는 모든
물질의 배포, 판매, 또는 전달을 시도, 또는 배포 판매,
전달하는 행위
d. 온라인 명의 도용
공립학교와 관련된 폭격, 화재 또는 기타 비상 사태에 대한 거짓
경보 또는 보고하는 행위. 여기에는 다음 범죄가 포함됩니다.
a. 피난을 요하는 연기, 화재, 또는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KISD 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건물에서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게 하는 행위
b. 비상 사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911 에 전화하는
행위
공립 학교에 대한 테러 협박을 하는 행위
공공의 추접스런 음란물이나 음란한 노출에 해당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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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규칙

학생 행동

의무적
퇴학

번호

의무적
DAEP

부록

04
100
116

100
100
100
200
116

X

116
101
27

X

28

X
X

02
02

X
X

02
02

X
X

102
02
35

X

35

X

35

X
X

26
07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1

가혹한 휘발성 화학 물질과 관련된 범죄 행위가 될 수있는
행동에 가담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알코올성 음료를 판매, 제공 또는 전달하는 행위;
알코올에 취한 상태에서 심각한 행동이나 범죄를 행하는 행위;
또는 알코올에 취한 상태에서 알코올을 소지, 사용 또는 취한
상태의 경우
마리화나, 규제 약물 또는 위험 마약의 영향이 있는 상태나, 소지,
사용하는 행위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 제공 또는 전달하는
행위
학교 직원이나 자원 봉사자에 대한 보복
** TEC 37.007 (a) 또는 (d)에 있는 범죄와 결부됨
학교 부지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Texas Parks & Wildlife 가
후원하는 학교가 허가한 사격 스포츠 교육 활동에 참여나
준비하는 경우를 제외한, 무기의 사용이나 전시 또는 소지하는
행위
불법적인 칼의 사용이나, 전시 또는 소지하는 행위
불법적인 클럽의 사용이나, 전시 또는 소지하는 행위
금지하고 있는 모든 류의 무기를 사용, 전시 또는 소지하는 행위
가중 폭력, 성폭력, 또는 가중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

방화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
살인이나 일급 살인이 될 수 있는, 또는 살인이나 일급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에 가담한 행위
아동에게 음란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
가중 유괴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에 가담
다른 학생을 상대로 가중 절도가 될 수 있는 행위에 가담
살인이 될 수 있는 행위에 가담
범죄적으로 과실이 될 수 있는 행위에 가담
치명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에 가담
학교부지 안, 밖에서 학교가 후원하는 관련 활동에 참석하는
동안, 또는 학교 부지에서 어린 아동 또는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성적 학대가 될 수 있는 행위에 가담
형법 33.02 - TEC 37.007 에 따른 컴퓨터 보안 위반
학교 밖에서의 타이틀 5 에 해당하는 중범죄
기타 PEIMS 법 (비 타이틀 V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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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X

06
X
중범
죄인
경우
X
중범
죄인
경우
X**

05

04
36

08

X

11

X
X
X
X

12
13
14
29
30
31
또는
32
16
17

X
X
X
X
X
X
X
X

X

현지 규칙

학생 행동

의무적
퇴학

번호

의무적
DAEP

부록

18
19
46
47
48
49
57

58
09
10

69.2
69.4
69.5
69.6

학교 밖에서 범한 중범죄
교사가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제거
범죄적 행위
성범죄자로 등록이 요청되거나
법원의 감독하에 있는 학생
e. 법원의 감독하에 있지 않는 성범죄자로 등록하도록
요구된 학생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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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규칙

의무적
퇴학

학생 행동

번호

의무적
DAEP

부록

01
22
55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