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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목표 (Mission) 

 테나플라이  학군은  활기차고  안전하며  교육적인  환경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있고  도전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며,  지적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사랑을  발전시키고,  민주적  가치를  이해하고  홍보하고,  그들이  살게  될  지역  및  글로벌 

 커뮤니티의  공헌하는  구성원을  키우는것이  목표입니다.  테나플라이  공립학교는  21세기  글로벌 

 사회를 위한 학생 교육의 모범 사례를 본보기로 하면서 우수성의 전통을 보존할 것입니다. 

 지도 원칙 

 I. 학생들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는 학습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적 

 관심사와 질문을 탐구하며, 의사소통 기술을 개선하며, 공동의 목표와 개인의 성취를 

 기념합니다. 

 II. 문화, 예술적 표현, 자기 표현, 자연 세계, 체력, 운동 성취 및 팀워크를 도모하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촉진합니다. 

 III.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현실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을 

 장려합니다. 

 IV. 학생들이 각자의 재능, 개인적인 목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재능을 탐색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 인식과 자기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V. 학생들이 타인들의 필요, 관점 및 경험을 더 잘 인식하고, 타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는 윤리적 행동을 장려합니다 

 VI. 학생들이 환경, 정치 및 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오늘날 세계가 닥친 이슈들을 

 공부하고 탐구하도록 장려하고,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개인적 연결과 대응방안을 

 생각하도록 장려합니다 

 VII. 공익을 위한 시민의 참여가 우리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필수적 요소라는 믿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공동체를 육성하고 유지하고자 합니다 

 VIII. 실습 및 체험 학습 활동을 제공합니다 

 IX. 우리 학교의 벽을 넘어 교육 과정을 확장합니다 

 X. 학군의 필요가 주도하며 성찰과 성장을 장려하는 풍부하고 효과적인 전문성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XI. 모범 사례의 사용을 지지합니다 

 XII. 질적 및 정량적 데이터로 입증되는 효과적인 전문적 개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교육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XIII. 증가하는 학생 인구와 기술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의 가능성과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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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유지합니다. 

 XIV. 재정 책임과 지혜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은 우리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극대화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유지합니다 

 XV.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유지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일함으로써 미래를 계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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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일 (The School Day) 

 학생 하차/픽업 (Student Drop-Off/Pick-up) 

 학생들은 Westerly Drive의  도로변  이나 카페테리아 앞에서 하차하고 픽업해야 합니다. 

 벨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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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Attendance) 

 우리의 출석 절차는 가정과 학교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질병이나 

 기타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학교 출석은 뉴저지 주법에 의해 요구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잦은 결석은 학생들의 학업 진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실 참여와 

 동급생들과의 경험적 학습이 성취감과 보람 있는 교육의 필수 요소라고 믿습니다. 

 학생의 학습과 성실성은 출석 절차의 주요 목표이자 원하는 결과입니다. 

 N.J.A.C. 6A. 16-7.6의 규정에 따라 학생의 결석은 면제되거나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석 

 결석을 통보하려면 학부모/보호자는 당일 오전 8시 40분까지 201-816-6625번으로 학교에 

 전화해야 합니다. 이메일을 원하면,  Denyse Ryan (  dryan@tenafly.k12.nj.us  ) 또는 Michelle 

 Tavares (  mtavares@tenafly.k12.nj.us  ) 로 이메일을 보내고, 이메일에  전화연락 받으실수 있는 

 콜백 전화번호를 포함하셔야 합니다. 

 오전 8시 40분까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하면, 결석을 확인하는 메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오전 8시 40분까지 전화나 이메일을 받지 못하면, 학생은 학교 출석하는 날에 노트를 

 Attendance Office 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은 무단 결석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수업을 빠진것으로 처리됩니다. 24시간 이내에 결석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업을 빠진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학부모 포털에서 출석 및 수업 출석 섹션을 통해 학생 출석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장기 결석 (Extended Consecutive Absences Due to Illness) 

 2일 이상의 장기 결석 상태에서 돌아오는 학생은 복학 후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Health 

 Office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에는 해당 결석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 복귀한 후 3일 이내에 의사의 소견서가 접수되면, 3일 이상의 결석일수는 최대 

 결석일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학생이 돌아온 후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받지 못하면, 

 모든 결석일수는 최대 결석일 한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학생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병의 상태와 학교생활에 미칠수 있는 영향이 기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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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현재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매 해 업데이트된 노트가 필요하고, 병의 상태에 따라 

 결석이 필요할 때는 학교 간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 

 최대 결석일수 한도 (Maximum Absence Limits) 

 장기 결석 또는 반복 결석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 경험을 감소시키고, 교육이사회 정책에 

 따라 학년을 반복해야 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에 필수요소인 크레딧이나 교과목 과정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1년 과정 교과목의 경우에 14일 이상 수업을 빠진 학생은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점이 

 보류/거부됩니다.  이에 관련된 경고 알림 편지 (Warning Notification letter)는 6~10회 결석 

 사이에 제네시스 (Genesis)를 통해 집으로 보내집니다. 최종 통지서 (Final Notification letter)는 

 15번째 결석 시에 집으로 보내집니다. 

 한 학기 과정의 교과목의 경우, 7일 이상 수업을 빠진 학생은 해당 과정에 대한 학점이 

 보류/거부됩니다. 이에 관련된 경고 알림 편지 (Warning Notification letter)는 세 번째와 네 번째 

 결석 사이에 제네시스 (Genesis) 를 통해 집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최종 통지서 (Final 

 Notification letter)는 8번째 결석 시에 제네시스를 통해 집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운전자 교육 (Driver Education) 참석은 주정부에서 규제합니다. 주법 (State Law)에 따라 운전자 

 교육은 30시간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운전자 교육에 3회 이상 결석하면 보험 공제 (insurance 

 deduction)를 받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주 시험 (State Exam) 응시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운전자 교육 출석은 모니터링되고 보고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자 교육은 1년 과정 

 체육 교과목의 일부이고, Tiger Q에 설명된 대로 1년 과정 교과목의 최대 결석일수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시말해, 운전자 교육 수업을 3회 이상 결석한 학생은 체육 (Physical  Education) 

 과목에서 학점을 잃지 않더라도 시험 응시 자격과 보험 공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석 일수 (Absence Number) 

 코스  최대 결석일 한도  경고 알림 (Warning 

 Notification) 

 최종 알림 (Final 

 Notification) 

 1년 과정 교과목  14일  6–10일  15일 

 1학기 과정 교과목  7일  3–4 일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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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학기동안 결석이 9번 이상일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출석 심사 위원회 (Attendance Review 

 Committee)와의 미팅이 요구될수 있습니다. 

 최대 결석일수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 결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F – 현장학습 (Field Trip) 

 3 – 종교 휴일 (religious holiday) 

 I – 의료상의 이유로 인한 장기 결석 또는 문서화된 만성 질환 (간호사 메모로 확인해야 함). 첫 

 이틀은 최대 결석일수에 포함됨. 

 6 – 정학 (suspension) 

 C – 대학 방문 (college visit) 

 A –  Administrative code (관청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B – 가족 사망 (Bereavement day) 

 위에 열거된 경우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결석일은 (부모/보호자를 통해 확인한 경우 포함) 최대 

 결석일수 한도까지 계산에 포함됩니다. 위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를 통해 확인된 

 결석의 경우 학생의 무단결강/무단결석 (cuts/truancy) 에는 제외되지만, 최대 결석일수 한도에는 

 포함됩니다. 

 학교 보건실 (Health office) 방문으로 인해 15분 이상 수업에서 빠지면, 최대 결석일수 한도에 

 포함됩니다. 

 테너플라이 학교가 정상운영되는 날에 가족 휴가 또는 다른 공휴일로 학교를 빠지게 되면,  최대 

 결석일수 한도에 포함됩니다. 

 의료 및 기타 필요한 예약은 가능하면 학교수업일 이외의 시간에 예약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속으로 인한 결석 또한 최대 결석일수 한도에 포함됩니다. 

 NOTE: 결석은 수업 시간별로 기록됩니다. 학교 지각, 견학 및 기타 학교 활동, 조퇴 등의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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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 횟수는 수업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번째 수업시간 (Period 2)에 5번 결석, 

 6번째 수업시간 (Period 6)에 1번의 결석이 가능합니다.  부모/보호자는 제네시스 포털의  출석 

 섹션 (Attendance section) 을 통해 학생 출석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또는 반복적인 건강 상태 (Chronic or Recurrent Medical Conditions) 

 만성적이거나 반복적인 의료 상태 (예: 천식)로 인한 결석은 보건실 (Health Office)을 통해 

 처리됩니다. 

 만성 질환과 관련하여 업데이트된 의료 정보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매 학년 초에 학교 

 간호사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성적 의료 상태는 결석 일수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Chronic medical conditions cannot retroactively excuse absences).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의 부모/보호자는 결석 당일에 201-816-6670 으로 보건실 (Health 

 Office) 에 전화를 걸어 학생의 결석이 이미 문서화된 만성 질환과 관련된 경우임을 확인하고, 

 요청되는 경우 업데이트된 문서를 학교 간호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메일을 원한다면 Ms. 

 Cynthia Cassiello (  ccassiello@tenafly.k12.nj.us  )  또는 Ms. Lee Ann Millar 

 (  lmillar@tenafly.k12.nj.us  ) 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보건실 (Health Office) 에서 출석 사무실 (Attendance Office)로 통보합니다. 

 일시적 또는 만성적인 건강상태로 인한 결석을 예상하는 학생은 Policy 2412에 따라 가정 수업 

 (home education)을 받을 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가정 수업을 요청해야 합니다 (The 

 parent must request home instruction). 

 대학 방문 (College Visits) 

 학생들은 대학방문으로 인한 결석을 최대 결석일수 한도 (maximum absence limits)에서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승인되면 해당 결석일은 "College Visit (C)”으로 지정됩니다. 

 대학 방문 양식 (College Visit forms) 은 출석 사무실 (Attendance Office)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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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방문  전에  필요한 서명(학부모/보호자, School Counselor, Attendance  Secretary, and 

 Vice Principal)을 받지 못한 경우는 최대 결석일수 한도 (maximum absence limits)에서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N.J.4.C.6A: 32-8.3 에 따라, 대학 방문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3학년 ( junior year) 

 2학기 및/또는 4학년 (senior year) 1, 2학기 동안 대학 방문으로 인한 결석일을 "C” days 로 면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C” days 는 일년에 3번 이상 일수 없습니다. 

 종교 휴일 결석 면제 (Excused Absence on Religious Holidays) 

 학생들이 종교 휴일 결석 면제를 받으려면 앞에서 설명한 출석/지각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종교 휴일이나 질병으로 인해 시험 (assessment)을 놓치게 된 학생은 학교복귀 후 선생님의 

 정하는 일정에 따라 대체 평가 (alternate assessment)를 받게 됩니다. 

 학생 결석을 허용하는 승인된 종교 휴일의 목록은 뉴저지 주 교육부 웹사이트 

 http://www.state.nj.us/education/genfo/holidays1314.htm  를 참조하십시오. 

 무단결석 및 무단결강 (Truancy and Class Cuts) 

 무단결석 (Truancy) 

 N.J.A.C.  6A.  16-7.6(a4  and  Regulation  5200)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학교를  무단  결석한  학생들은 

 학군의 대응책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학교나  수업을  무단  결석한  경우,  학생은  징계  조치  (disciplinary  action)  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다른  활동  (co-curricular  activities)  및/또는  운동  경기  (athletic  competition)  참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학교  결석이  반복되면  교육  위원회와  교직원들의  수업의  질서,  연속성 

 유지에  방해가  되며,  따라서  이러한  결석은  수업  학점  거부  (denial  of  course  credit)  또는 

 해당수업에서  학생의  퇴출  (removal  from  the  class  or  course  of  study)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단  결석  (Truancy)은  N.J.A.  6A.  6A.  16-7.6(a)  4.iii  을  따르는  이사회  출석  정책  및  규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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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된  6세에서  16세  사이에  10번  이상  누적된  학생  결석  (ten  or  more  cumulative  unexcused 

 student  absences  that  count  toward  truancy  of  a  student  between  the  ages  of  six  and 

 sixteen)  입니다.  학부모/보호자가  출석  사무실에  결석을  확인하지  않고  학교에  결석한  경우(전일 

 또는  부분)  무단  결석한  것으로  표시됩니다.  학교에  무단결석한  학생은  각  수업에  대해  무단 

 결강  (class  cut)  받게  될  것입니다.  무단  결석하면  교장,  교감  및/또는  교육감  (Superintendent) 

 결정에 의해 학교 밖 정학 (out-of-school suspension)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단  결석  4번까지,  5-9번  사이,  마지막으로  10번까지의  무단결석에  해당하는  비면제  결석 

 (unexcused absences) 에 관련한 학군의 대응책은 Regulation 5200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무단결석으로 처리되지 않는 결석은 본 학생 핸드북의 [12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무단 결강, 땡땡이 (Class Cuts) 

 무단  결강  (class  cuts)은  무면제  결석  (unexcused  absences)이며  무단  결석  (truancy(에도 

 포함됩니다. 

 미리  확인되지  않은  (unveritifed)  15분  이상의  수업  비참가는  무단  결강  처리  (class  cut)  됩니다. 

 24시간 이내에 확인되면 무단 결강 (class cut) 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컷에 따른 조치 (Consequences for Cutting) 

 1. 선생님들은 학생 면담을 하고,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2.  선생님들은  무단  결석  양식  (a  cut  form)을  제출할  것이고,  세  번  방과후  학교에  남도록  할수 

 있습니다 (three separate detentions will be assigned). 

 3. 무단결강으로 참석하지 못한 과제, 시험, 프로젝트는 0점 처리됩니다. 

 4. 결석은 최대 결석일수 한도 (maximum absence limits)에 포함됩니다. 

 5.  같은  과목에서  세  번째  무단결강  (class  cut)이  발생할  경우,  학생은  그  수업에  남게  되지만 

 과목점수는 “Loss of Credit – LOC” 을 받게 됩니다. 

 6.  학생이  계속해서  과도한  무단결강을  누적하는  경우,  여름  동안  새로  그  수업을  수강하거나, 

 다음  해에  반복해야  합니다.  여름  리뷰  코스  (summer  review  courses)는  필수  학점  시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방과후  학교에  남아있는  벌  (detention)  외에도  무단결석,  무단결강과  관련된  대체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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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ent Support Leader 또는 교감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할당될 수 있습니다. 

 출석 심사 위원회 (Attendance Review Committee) 

 출석 심사 위원회 (Attendance Review Committee)는 교감선생님이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출석 

 심사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은 행정관리자 (administrators), 교사 대표 (teacher representatives), 

 학교 상담원 (school counselors), 사례 관리자 (case managers) 및 학교 간호사 (school nurse)를 

 포함합니다. 

 학생 결석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상황은 출석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리됩니다. 출석심사위원회는 

 또한 학생들이 어떤 수업이든 한 학기에 9회 이상의 결석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와의 

 의무적인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최대 결석일수 한도 (maximum absence limits)를 초과하거나 많은 결석일수로 인해 수강이 

 취소된 학생은 출석 심사 위원회에 상고 (appeal)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교감선생님께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출석 검토 위원회가 소집될 것입니다.  학생의 부모, 

 상담원 (counselor), 사례 관리자 (case manager) 및/또는 교사 (teacher)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출석 심사 위원회는 항소 결과에 대해 교장선생님에게 권고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권고를 지지하거나 거부할 최종 결정을 내리고 학생 및/또는 학부모에게 결정을 

 알립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는 Policy 2710, Pupil Grievance and N.J.S.A. 18A.에 따라 교장, 

 교육감 (Superintendent), 교육위원회 (Board of Education) 및 교육청장 (Commissioner of 

 Education)에게 최종 결정을 항소 (appeal)할 수 있습니다 

 수업 지각 (Late Arrival to Class) 

 수업 지각 (Late Arrival to Class) 

 지각을 확인하려면, 학부모/보호자는 오전 8시 40분 이전에 201-816-6625번으로 학교에 

 전화해야 합니다. 이메일을 원하면, 콜백 전화번호를 적어  Ms. Denyse Ryan 

 (dryan@tenafly.k12.nj.us) 또는 Ms. Michelle Tavares (mtavares@tenafly.k12.nj.us)로 오전 8시 

 40분까지 서신을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는 지각 면제 (excused late arrival)는 아니며, 모든 

 출석 관련 절차/정책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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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교시 (Period 1)를 포함하여 수업에 10분 이상 늦게 도착하는 학생은 출석 사무실 (Attendance 

 Office) 에 신고하여 싸인인 (Sign-in)하고 지각 패스 (late pass)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모든 

 수업시간에 적용됩니다. 

 10분이 넘는 지각 (verified or unverified) 은  결석으로 간주  됩니다. 

 15분을 초과하는 미확인 지각 (unverified late arrivals) 은 Student Support Leader 또는 

 교감선생님에게 보고됩니다. 

 Clarification: 10분 지각은 종이 친 후 14분 (fourteen minutes after the passing bell)으로 

 정의됩니다. 벨이 울린 지 24분 이상 지나 학생이 도착했을 때 무단결강 (cut) 처리됩니다. 

 지각으로 인해 제출된 모든 무단 결강 양식 (cut form)에는 정확한 도착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직원에 의해 학생이 다음 수업에 도착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학생은 해당 교직원의 

 메모/통과서 (note/pass) 를 받아야 면제될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노트 없는 학생들을 

 포함해서지각한 학생들을 허가해야 합니다. 

 학생의 처음 다섯 번의 지각은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의 학교 

 상담사/사례 관리자 (school counselor/case manager)와 연락하여, 개인 면담, 학부모 회의/연락, 

 진행 상황 보고서 및 교사 구류를 포함하여 지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합니다. 

 만성적인 지각 (Chronic Late Arrival) 

 한  학기  (marking  period)에  6번  이상의  지각이  있을  경우,  교사는  학생을  학생  지원 

 리더(Student  Support  Leader)  또는  교감선생님에게  보고합니다.  학생  지원  리더  또는 

 교감선생님은 사전 개입/조치 계획을 리뷰하고 추가 조치사항를 결정합니다. 

 학교 활동에 참여 (Participation in School Activities)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학교 학습 활동 또는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교장 또는 지정인의 결정에 따라 모든 수업에서 학업적으로 우수합니다. 

 2. 교장 또는 지정인의 결정에 따라 허락되는 한도내의 출석/지각 기록을 유지합니다. 

 3.  교장  또는  지정인의  결정에  따라  교직원  및  다른  학생들에게  적절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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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보여 줍니다. 

 학교 수업에 결석한 학생은 당일 오후나 저녁으로 예정된 운동, 학습활동 또는 과외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주말 동안 열리는 행사의 경우 결석 다음날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활동 당일 오전 10시 18분부터 오후 3시 11분까지 학교에 있어야 하며 (and for the 

 full school day on early dismissal days), 주말 동안 열리는 운동, 학습 활동 또는 과외 활동의 

 경우 그 행사 전날 학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수업일에 (block days as  well as E days) 

 적용됩니다. 오전 10시 18분부터 오후 3시 11분까지 출석하지 않는 학생은 교장 또는 지정인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운동, 학습활동 또는 다른 과외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학교 보건소 (Health Office) 

 학교 등교 후 아픈 경우 (Illness During School) 

 만약  학생이  수업  중에  아프면,  보건소에  가기  위해  교실  선생님으로부터  통행증이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이  아파서  일찍  하교를  해야  할  경우,  보건소는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만약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  외  시간에  아프면,  보건실로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보건소는 상황에 따라 교사들과 출석사무실 (Attendance Office) 에 통보할 것입니다. 

 아픈  증상으로  간호사실  (nurse’s  office)  에서  집으로  귀가한  학생은  학교에  다시  돌아가도 

 좋다는  의사의  노트가  없으면,  같은  날  수업이나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파서  집에  귀가하고  싶은  학생들은  보건실  (Health  Office)  에  먼저  찾아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응급상황에서 간호사가 없을 때는 학생들은 교감 선생님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건소  방문으로  인해  20분  이상  수업에  빠진  경우,  최대  결석일수  한도(maximum  absence 

 limits)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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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Medication) 

 아스피린  및  기타  처방이  필요치  않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은  학생  부모 

 및  의사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보건소  (Health  Office)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 

 사용이  필요한  처방약은  보건실  (Health  Office)에  보관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및/또는  학교 

 활동 중에 처방약이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 (Insurance Claims for Accidents) 

 사고 발생후 보험 클레임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고 발생 30일 이내에 학교 간호사에게 사고 

 신고서 (accident report)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은 학부모에게 직접 전달되며 학교를 

 통해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 수업 (Home Instruction) 

 일시적 또는 만성적인 건강상태로 인한 결석을 예상하는 학생은 Policy 2412에 따라 가정수업 

 (home instruc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정수업 (home instruction)을  요청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 (Board of Education)가 bedside program을 승인하기 전에 두 가지 문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학부모의 편지와 질병의 성격과 대략적인 예상 기간을 

 명시하는 의사의 편지가 필요합니다. 인증받은 교사 (certified teachers)와 주당 5시간 (five 

 hours per week)이 허용되는 최대 서비스입니다. 가정수업은 학교 수업이 있는 날에 

 스케줄됩니다. 

 보충 수업 (Makeup Work) 

 학생들은  결석으로  인해  빠진  학업를  보충하기  위한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학생이 

 결석을  하면,  학교로  돌아온  두  번째  날부터  결석한  하루당  하루씩  과제를  할수  있는  보충 

 시간이 주어집니다. 

 Note:  학생이  과제  제출일이나  시험날에  지각하거나  일찍  하교를  하는  경우,  그날  선생님을  만나 

 따로  과제를  제출하거나  시험을  치르고,  아니면  메이크업  시험  날짜를  예약해야  합니다.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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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으면  과제나  시험을  놓쳤을  때  점수가  0이  됩니다.  이머전시가  있는  경우  교감  선생님이 

 그 학생을 집으로 보냈다는 것을 선생님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장기  결석으로  인한  메이크업  (makeup  work)은  교사,  학생  및/또는  상담자/사례  관리자가 

 담당합니다. 

 정학을  당한  학생들은  정학  기간  동안  주어진  모든  수업  과제,  과제  및  평가를  완료/보완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정학기간  하루  당  하루가  메이크업  보충시간으로  허락됩니다.  이  시간은 

 학생이  돌아오는  즉시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수업내용/숙제  전달을  위해  선생님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선생님의 웹사이트를 참조하는 게 좋습니다. 

 조퇴 절차 (Early Dismissal Procedures)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학생들은  조퇴를  요청하는  학부모/보호자의  메모(이메일  또는 

 하드카피)를  제출해야  합니다.  메모는  출석  사무소  (Attendance  Office)에  제출하고  조퇴가 

 필요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교감선생님  또는  학생  지원  리더  (Student  Support  Leader)가 

 요청을  검토합니다.  이메일은  Denyse  Ryan  (dryan@tenafly.k12.nj.us)  및/또는  Michelle  Tavares 

 (  mtavares@tenafly.k12.nj.us  )  에게  확인시  연락받을수  있는  콜백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보내십시요.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부모/보호자가  출석  사무소  (Health  Office)에  전화 

 연락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조퇴  요청이  허가되면,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  긴급  연락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이(student’s 

 emergency  contact  person)  출석  사무소  (Health  Office)에  와서  서명후  해당  학생을  데리고 

 갈수 있습니다. 

 Board  Policy  #5230에  설명된  대로  조퇴가  허가되는  정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시간 

 외로  예약할  수  없는  의료  또는  치과  예약,  의료  장애,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  대학  입학  또는 

 취업을  위한  인터뷰,  가족  비상상황  (family  emergency),  법원  출두  (court  appearance)  그리고 

 그 외로 학교에서 납득할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학생이  아파서  조퇴해야  할  경우,  학생은  학교  간호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부모/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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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학생의  긴급  연락처로  지정된  사람(student’s  emergency  contact  person)이  학교  출석 

 사무소 (Attendance Office)에 와서 서명 (sign out)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학생의  긴급  연락처  (student’s  emergency  contact  person)는  readily 

 available  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연례  업데이트  양식  (Annual 

 Update Form)에서 변경/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부모가 집을 떠나 있는 경우 (Parents out of Town) 

 부모가  집을  떠나  있는  경우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임시  보호자  (temporary  guardian)의 

 이름이 출석 사무소 (Attendance Office)와 보건 사무소 (Health Office)에 등록해야 합니다. 

 방문객의 학교 방문 (Visitors to School) 

 학생들은 학교 수업 중에 방문객을 데려올수 없습니다. 

 성인 및 기타 방문객이 학교를 방문하려면 미리 약속이 되어 있어야 하며 먼저 출석 

 사무소(Attendance Office)에 가서 서명 (sign in)해야 합니다. 학교에 어떤 물건이더라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방문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방문 승인이 나면 출입증이 발급됩니다. 

 방문자용 정문(Attendance Office)과 방문자용 주차공간은 학교 건물 동쪽에 있는 행정동 

 (Administrative Lot)에 있습니다. 단기 주차 (15분)의 경우, Newcomb Road에 있는 건물의 

 서쪽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무단 방문자 (unauthorized visitors)는 학교 건물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무단침입자에 대해 

 경찰에 신고가 될 것입니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모든  학생들은  무료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질서정연하며  생산적인  학습  환경에  기여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스스로 

 교육할 수 있는 수단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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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랜야드 (lanyard)에 학생증 (student ID)을 착용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수업에  참석하고,  약속을  지키고,  놓친  시험과  수업  과제를  보충하고,  기타 

 행정서류를  제시간에  제출하고,  대학  지원  관련  마감일을  준수하며,  마감일에  맞춰  노트, 

 실험보고서  및  구두  보고서를  준비하며,  그  외의  수많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직원들은  주기적으로  마감일을  상기시켜우고,  학생들이  과제를  마감일  전에  완료할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책임감은  습관이고  연습을  통해  배우고  길러집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이곳  테너플라이  고등학교에서  그들의  학업과  다른  활동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학생들이  어떤  학교나  수업  규정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통로가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회와  교장의  각료회의  (Student  Organization  and  Principal’s  Cabinet  discussions)는  의의가 

 제기되어 재고가 필요한 규율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행동 기대치 (General Behavioral Expectations) 

 Tenafly  고등학교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치는  예의,  협력,  존경,  정직,  그리고 

 열린  마음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장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본권리 (Basic Rights) 

 Tenafly 고등학교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상 예의와 존중을 받을 권리 

 2. 방해나 간섭없이 교실과 캠퍼스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3. 신체 안전과 공격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권리 

 4.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 

 5.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 

 6. 학생의 결혼, 임신, 부모위치에 관계없이 학교에 다닐 권리 

 26 



 집회 및 진정권 (Right of Assembly and Petition) 

 학생의  집회  및  청원의  권리는  학교의  질서  있는  운영을  존중하는  책임을  수반합니다.  학교 

 당국은  충돌을  피하고  학교  공동체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활동의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시 사전 통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 체벌 (Corporal Punishment)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학교  직원들에  의한  체벌로부터  보호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  무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간주되면 제외됩니다. 

 (1)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to  quell  disturbance),  (2)  무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  위해 

 (to  obtain  possession  of  weapons  or  other  dangerous  objects),  (3)  정당방위의  목적으로  (for 

 the  purpose  of  self-defence),  그리고  (4)  사람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and property) 

 학생 권리 (Pupil Rights) Policy #5700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무료  공교육을  받을  권리와  시민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학생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이사회는  학생의  나이와 

 성숙도에  적합한  양육,  상담  및  양육  관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사회는  각  학생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교육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적법한  법률  절차,  표현과 

 결사의 자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것입니다. 

 각  학생에게  보장된  권리는  타인의  권리  존중,  학교  교직원/행정직원에게  복종,  학군의  정책과 

 규율의 준수와 같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학생들은  나이와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권리와  그에  따른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  각  권리의  행사는  학생  책임의  정도와  지속적인  지도와  통제의 

 필요성을고려하여  부여될  것입니다.  성년이  된  학생은  성인의  모든  권리를  가지며  그  이전에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위임되었던  권한을  주어집니다.  성인인  학생은  자신의  교육  성과, 

 출석,  지역  규정  준수  및  학교  재산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성인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학생의  권리에  대해  통보를  받고,  학생의  학교  진행  상황에  대해  통보를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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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행동 강령 (Student Code of Conduct) 

 Tenafly  공립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전하며,  편안함을  느끼는  생산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는  학생들의  커뮤니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상호 

 존중,  신뢰,  연민을  보여주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교직원과  직원들은  우리  아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들에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학생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친절하게  대우받고,  신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이들은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며  지시에  따르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구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차이를  해결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복을  받지  않을거라  생각하는 

 경우  위반  사례를  보고해야  하며,  타인의  인권과  재산을  존중하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적절한 복장을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고, 타인을 도와야 합니다. 

 New  Jersey  Administrative  Codes,  6A:  16-5.1  및  18A:  25-2,  Board  Policy  #5600에  따라  학군은 

 학생  행동  강령에  대한  지침을  개발했습니다.  본  지침은  코드  위반  및  특정  부정  행위  영역을 

 다룹니다.  여기에는  싸움,  신체  접촉  (위험하거나  위험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모든  경우), 

 인터넷사용  학교  내  위반  (부적절한  사용),  인터넷사용  학교  밖  위반  (예:  비방  또는  위협), 

 성희롱(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을  노출하는  것을  포함)  및  공공기물  파손 

 (경미하고 중대한 행위 모두)입니다. 

 행동  강령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에는  학생  및/또는  학생에  대한  이러한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  (학생,  부모와  면담,  방과후  학교에  남아있어야  하는  detension,  정학 

 suspension)  이  포함됩니다.  징계의  정도는  학년  수준(초등,  중등,  중등,  고등학교)과  그  위법 

 행위가 처음인지 두번째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무기  또는  약물  남용과  관련된  위반은  Board  Policies  #5611,  #5530에  따라  처리됩니다.  HIB 

 (Harassment,  Intimidation  or  Bullying)와  관련된  위반은  New  Jersey  Anti-Bullying  Bill  of  Rights, 

 P.L. 2010, Chapter 122 및  Board Polieis #5512, #5600 및 #8461에 따라 처리됩니다. 

 학생들에게는  적법한  절차  (due  process)가  주어집니다.  이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는  학군의 

 행동  강령  지침을  참조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지정할  교장선생님  또는  그의  지정인과의 

 회의입니다.  대응책에  대한  불만은  교육감  (superintendence)  또는  그의  지정인에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Board)에  항소하는  것은  뉴저지  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정책에 익숙해질 책임이 있습니다. 

 28 



 차별 철폐 조치 (Affirmative Action) 

 Tenafly  공립학교는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Affirmative  Action  Policy 

 #2260은  교실  안에서  그리고  인사  실무에  적용됩니다.  지역  학교에  등록된  어떤  학생도  인종, 

 피부색,  신조,  종교,  성별,  성적  지향,  국가  출신,  지역  내  거주지,  사회  또는  경제조건  또는 

 장애에  따라  이  지역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  혜택이  거부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차별  철폐  조치  책임자  (Affirmative  Action  Officer)는  학교  및  교실  관행과  관련하여 

 지역의  차별  철폐  조치  프로그램  (Affirmative  Action  program)을  계획,  시행  및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습니다.  테너플라이  학군은  어떠한  성희롱이나  협박이더라도  전혀  찾아볼수  없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인  Ms.  Barbara  Laudicina,  Assistant 

 Superintendent가  차별  철폐  조치  담당자  (Affirmative  Action  Officer)입니다.  그녀는 

 201-816-4503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괴롭힘, 협박 및 따돌림(HIB) 금지 

 인종,  피부색,  종교,  조상,  국가  출신,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와  그  외의  모든  남과  다른 

 특징에  기반한  괴롭힘,  협박,  왕따시킴  (Harassment,  Intimidation,  and  Bullying  -HIB)  을 

 목적으로  하는  서면,  구두,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과  신체  행위는  학교내,  학교가  후원하는 

 이벤트,  스쿨버스,  학교  밖에서  발생한  경우는  Section  16  of  P.L.  2010,  Chapter  122  (New  Jersey 

 Anti-Bullying  Bill  of  Rights)에  따라서  학교의  질서있는  운영이나  타학생들의  권리에  상당히 

 방해가  되며,  (a)  그  상황에  처한  일반인  (reasonable  person)  이  느끼기에  타인의  신체,  물건에 

 해를  가하거나  해가  될거라  두려움을  느낄수  있는경우,  (b)  학교의  질서있는  운영에  상당히 

 방해가  될  정도로  다른  학생들을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또는  (c)  다른  학생의  교육을 

 방해하여  적대적인  교육환경을  초래하거나  타학생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 

 금지되어 있습니다. 

 New  Jersey  Anti-Bullying  Bill  of  Rights  &  district  policies  #5512,  #5512.2에  대한  추가  정보는 

 테너플라이 학군의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안내  및  관련  양식은  Tenafly  High  School  HIB  Action  Plan을  검토하십시오.  Tenafly 

 High School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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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폭력 (Dating Violence) 

 연애  폭력  (Dating  Violence)은  파트너  (일시적이거나,  진지하거나,  오랜기간에  걸쳐  서로의 

 애정을  기대하는  친밀한  관계를  갖는  이)가  신체적,  성적,  언어  또는  감정적으로  학대하거나 

 그렇게 협박을 하며 파트너를 컨트롤하고자 하는 행동 패턴으로 정의됩니다. 

 학교에서  dating  violence  또는  그에  해당하는  행동  (언어적,  성적,  신체적,  감정적,  또는  digital 

 or  electronic,  협박이나  컨트롤하려는  행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육  이사회  (Tenafly  Board  of 

 Education)는  Regulation  5519을  채택하여  연애폭력  금지조항,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Board  Policy  #5519를  포함한  데이트  폭력에  관한  추가  정보는  테너플라이  학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 요구사항 및 절차 (Classroom Expectations & Procedures) 

 우리  학교  목적의  주된  초점은  교실에서  학생들이  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랜야드에 학생증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2. 학생들은 학교에서 발급한 기기와 충전기를 가지고 정시에 교실에 도착해야 합니다. 

 3. 학생들은 필요한 모든 자료를 준비합니다. 

 4.  학생들은  (가끔  일어나는  비상사태를  제외하고),  교실을  옮기는  시간  (passing  time)  또는 

 IDT를  이용하여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사물함에서  책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수업  시간  중에 

 반복되는  화장실  요청이  있을  경우  학생  지원  리더  (Student  Support  Leader)  또는 

 교감선생님, 보건실 (Health Office)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용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그  전자기기가  수업과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선생님의  지시가  있을  경우,  학생들은  교실의  지정된  구역에 

 기기를  두어야  합니다.  수업  활동의  비디오  또는  오디오  녹화는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허용됩니다. 

 6. 학생들은 항상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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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에 대한 경례; 충성의 맹세 (Salute to Flag; Pledge of Allegiance) 

 매일  아침  충성의  맹세를  합니다.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학생들은 충성의 맹세를 하는 동안 방해하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대체교사 (Substitutes) 

 선생님이  결석하면  해당  수업에  대한  과제가  google  classroom에  게시되거나  IDT가  할당됩니다. 

 선생님이 결석할 때, 학생들은 카페테리아로 가야 하고, 배정된 대체교사가 출석 체크를 합니다. 

 타이거 스터디 덴 (Tiger Study Den) 

 도서관  미디어  센터  외에도,  학생들은  조용한  공부를  위한  장소로  타이거  스터디  덴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타이거  덴은  하루  종일  열려  있으며  학생의  individual  decision  time  (IDT)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 훈련 (Fire Drills) 

 화재  훈련은  비상시에  학생과  교사가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진지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건물에서  멀어지도록  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있어야  하고 

 빠르고 질서정연하게 걸어야 합니다. 소방 훈련 중에는 전자 기기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소방훈련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건물  밖으로  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석체크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밖에서 있어야 합니다. 

 까페테리아나  건물  앞에  있는  IDT  중인  학생들은  소방차와  응급차가  정면에서  학교로  접근하기 

 때문에  길을  건널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가장  가까운  출구로  나가  건물  뒤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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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상황이  종료된  소리가  들리면,  학생들은  즉시  알람이  울렸을  때  그들이  있던  교실이나 

 구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안내방송과  벨이  새로운  수업  바뀌는  시간  (passing  time)을  알려줄 

 것입니다. 

 허위로  화재경보기를  사용하는  것은  4급  범죄이며,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대 

 18개월 동안 수감될 수 있고 최대 $7,500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졸업 요구 조건 (Graduation Requirements) 

 Program  of  Studies  끝의  부록  섹션에  있는  표를  참조하십시오.  이  표는  NJ  Department  of 

 Education 웹사이트 (  www.state.nj.us/education/ser/grad/reqchart.htm  )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테너플라이 고등학교 졸업 요건 (THS graduation requirements) 

 졸업 필수 학점 (Required for a Diploma): 120 credits 

 학점 (Credits) 

 학생은 테너플라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총 120학점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학생들은 반드시 매년 말에 다음 크레딧 수를 받아야 합니다. 

 9학년: 30학점 

 10학년: 60학점. 

 11학년: 9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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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afly High School에서 수업을 듣는 Tenafly 중학생들은 성적표에 그 과목들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 학점이나 GPA 점수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학기 과정 수업은 2.5학점, 1년 과정 수업들은 5학점을 받습니다. 주 2회 실험이 

 포함되어 있는 1년 과정 과학 수업은 6학점을 받습니다. 

 학점은 과정을 완료할 때까지 발급되지 않습니다. 한 학기 과정의 경우, 그 수업을 패스한 

 학생에게 학기 말에 2.5학점이 발급될 것입니다. 1년 과정의 경우, 그 수업을 패스한 학생들에게 

 5학점 또는 6학점이 두번째 학기가 끝날 때 발급될 것입니다. 부분 학점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모든 1년 과정에는 학년말 시험 (end-of-course cumulative assessment)가 포함됩니다. 일부는 

 과정 중간 시험 (mid-course assessment)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학생들은 5월 마지막 

 등교일까지 평균 A- 을 유지하면 학년말 시험 (end-of-course cumulative assessment)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에 대한 정보는 아래 "Grading”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목 패스 점수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비록 과정 선택이 제한적이지만, 여름 학기가 선택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전에 학점을 받은 과정을 반복해서 다시 학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 과정은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 수에 대한 학점을 충족하지만, 과목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reative Writing을 수강하는 학생은 졸업 요건인 120학점을 

 충족하는 5학점을 받게 되지만, 이 과정은 영어 졸업 요건인 20학점을 충족시키기 위한 영어 

 수업 학점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여름 학기 지원서 (Summer School application form)가 작성되어야만, 학점을 

 보충하거나 새로운 학점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16세 이후에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은 New Jersey High School Equivalency Certificate을 받기 위해서 

 고등학교 동등과정 (high school equivalency course)이나 성인 야간 고등학교 (adult evening 

 high school)에 등록하도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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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제 학생 (full-time students) 은 최소 5개의 일년 과정 수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과목 선택 및 수준 변경 (Scheduling and Level Changes) 

 프로그램 변경: 과정 및 수준 변경을 추가 또는 삭제  (Program Changes: Adding  and/or 

 dropping courses and level changes) 

 과정을 선택하는 것은 학생, 학부모 및 카운슬러 (counselor) 공동의 책임입니다. 학생의 

 스케줄은 학생의 교육적 필요, 관심 및 욕구에 의해 결정되는 계획 과정의 결과입니다. 그 계획 

 과정 동안, 선생님들은 수업 권고를 할 것이고, 학교 상담원 (counselor)과 다른 직원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여러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고, 다른 옵션과 과정 선택에 의한 결과 등을 알려줍니다. 

 이런 계획 단계를 거친후 마스터 일정표 (master schedule)를 작성하고, 클래스 섹션의 균형을 

 맞추고, teaching loads를 균등하게 조절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때때로 학년이 시작된 후 일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학생의 부적절한 수업 변경 요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첫 주  동안 지도 부서 (Guidance Department)는 다음과 같은 요청을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a.  스케줄  오류  로 인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프로그램이 발생한 경우 (A scheduling  error 

 resulting in an incomplete or inaccurate program) 

 b.  여름학기 보충 수업 결과 필요한 변경 (changes warranted by summer school makeup) 

 c.  과정 삭제가 필요하지 않은 과정 추가 (course additions that do not require course 

 drops) 

 d.  학생과 배정된 교사 간의 현저한 갈등 (previous failure or noted conflict between 

 student and assigned teacher) 

 e.  콘텐츠 관리자가 제안하는 수준 변경 (level changes initiated by Content Supervisor) 

 첫 5일 동안은 이러한 상황에 기반한 요청만 처리됩니다. 

 2. 첫 5일 후부터 셋째 주가 끝날 때까지, 카운슬러들은 추가적인 수업 변경 요청을 고려하기 

 위해 학생들과 만날 것입니다. 수업 변경 요청을 할 때, 학생들은 이전의 계획 과정의 결과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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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적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편리함이나 

 선호도는 수업 변경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는 정당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a. 특정 교사의 선호 (Teacher preference) 

 b. 친구들이 있는 수업 (interest in joining friends in particular class) 

 c. 운전자 교육 이동 (Moving Driver’s Education) 

 3. 학기 시작 후로부터 첫 수업 경과 보고서 (Marking Period 1 interim progress report)가 

 학부모에게 발송된 후 1주일이 지나기 전에 수업에서 빠지게 되면, 성적표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기간이 지난 후 1분기 말까지 수업에서 빠지게 되면, 성적표에  WF 

 또는 WP가 표시됩니다 (If a student drops a course after the designated time period through 

 the end of the first quarter, a WF or WP will be noted on the transcript)  . 1분기 말에 WP를 

 받기 위해서는 1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2주 전에 수강 드랍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In order to receive a WP at the end of the first quarter, a student must complete and submit 

 a drop form two weeks prior to the last date of the first quarter). 학생이 수강 드랍 신청서을 

 제출하지 않으면 1분기에 받은 성적이 표시됩니다. 성적이 표시된 경우, 학생은 학기 끝까지 그 

 수업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 후에 수업을 드랍하는 senior들은 그들의 수업 변경에 

 대해 대학에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장, 교감 및/또는 지도 책임자 (Director 

 of Guidance)에게 문의합니다. 

 4.  모든  레벨  변경은  카운슬러  (counselor)와  사례  관리자  (case  manager)와  의논하고,  Content 

 Area  Supervisor  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적합한  클래스에  자리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경우,  원래의  과정은  성적표에  기록되지  않으며,  새로운  레벨  수업의  교사는 

 학기 성적을 결정할 때  이전 과정에서의 학생의 학업을 고려합니다. 

 수업  변경  요청과  관련된  모든  항소  (appeal)는  교감선생님이  리뷰하며,  그  다음  교장선생님께 

 건의됩니다. 

 성적 (Grading) 

 Tenafly High School의 성적 및 경과 보고서에 관한 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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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업의 목적과 목표를 숙달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진행 상황을 측정합니다. 

 3.  강점과  약점,  행동과  노력에  관하여  가정과  학교  사이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제공합니다. 

 4.  교사가  학생들이  수업  목적과  목표를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평가 

 도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레터  점수  체계는  학교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숫자  범위에  적용됩니다.  이  숫자  범위는 

 각각의 테스트를 통해 과목의 목표를 마스터한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1년 과정 과목의 성적 보고 (Grade Reporting for Full Year Courses) 

 성적 보고: Q1 S1 Q3 S2  Final Assessment  Final Grade 

 Transcript:  YG (Year Grade) 

 Notes: 

 ∙ S1 = 전체 학년의 45% 

 ∙ S2 = 전체 학년의 45% 

 ∙ Final Assessment 는 학년말에 실시되며 1년 동안 진행된 과정에 기초합니다. 

 ∙ Final Assessment = 전체 학년의 10% 

 ∙ 12학년 학생이 평가에서 면제되는 경우는, S1 = 50%, S2 = 50%입니다. 

 ∙  S1은  중간  평가  (테스트,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등)를  포함할  수  있으며,  S1  평균의 

 10%이하입니다. 

 ∙ 과목을 성공적으로 끝마치면 학점이 수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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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  (Withdraw  Pass)는  등급  점수  평균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WF(Withdraw  Fail)는  "F" 

 등급으로 포함됩니다. 

 성적 변경 정책 (Grade Change Policy) 

 학생의  성적표에  있는  중간  또는  학기  성적의  모든  변경은  반드시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이러한 

 변경은  해당  채점  기간  성적표가  배포된  후  4주  이내  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성적  정정  양식  (grade  correction  form)은  선생님이  변경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작성됩니다. 

 2.  성적  정정  양식  (grade  correction  form)은  해당  부서  책임자  (appropriate  department 

 supervisor)가 서명합니다. 

 3.  양식은  Director  of  Guidance에게  주어지며,  Director  of  Guidance은  양식에  서명하고 

 사본을 교사, department supervisor, counselor 와 학생에게 제공합니다. 

 미완성 (Incompletes) 

 교사,  학생  및  학부모가  다른  합의가  되어있다는  서면  동의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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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표가 발급된 후 5일동안 incompletes 를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험 및 평가 (Testing and Evaluation) 

 시험의  목적은  교사와  학생의  진행상황에  대한  상호  평가입니다.  각  분야에는  고유한  학습  철학 

 및 평가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학습 영역은 고유한 기술을 요구합니다. 

 과목의  선생님은  학생들의  필요성,  문제,  그리고  특별한  진행  상황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사들은  시험  전에  자신의  철학과  시험  및  평가  방법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학생들에게  답안지를  반환하고  문제과  답을  같이  리뷰해야  합니다.  시험은  교육  도구로 

 사용되며 시험 복습은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숙제, 에세이, 프로젝트 등은 "E" day에 마감될 수 있지만, 공부(시험)가 필요한 것은 금지됩니다. 

 학생이  하루에  4번의  시험을  치르는  경우,  그들은  선생님께  알려야  하고  그  날  3번의  시험만 

 치르도록 요구됩니다. 퀴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점 및 평가 (Grading and Assessment) 

 성적은  1분기  말  (Q1),  1학기  말  (S1),  3분기  말  (Q3),  2학기  말  (S2)에  발표됩니다.  1년 

 과정에서의  학년말  시험  (final  cumulative  assessment)  과  모든  과정의  최종  성적  (final  grade)도 

 보고될  것입니다.  학생의  성적표  (transcript)  에는  각  과정의  최종  성적  (final  grade)만 

 보고됩니다. 

 아래  시니어  면제  가이드라인  (Senior  Exemption  guidelines)에  따라  학년말  시험  면제받는 

 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학생은  6월  학년말  시험  (June  end-of-course  assessments)을  치뤄야 

 합니다. 

 1년  과정  과목의  경우,  학년말  시험/프로젝트를  마치지  못한  학생은  (교감  선생님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2학기  (Semester  2)  동안의  학습결과에  기반하여  교사의  평가에  따라  점수를  받게 

 됩니다. 학기말 시험 점수는 “F” 로 고려가 되며, 이는 전체 성적의 10%로 계산됩니다. 

 1년 과정 과목의 최종 성적이 결정되면, 다음 지침에 따라 학점이 수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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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 = 전체 학년의 45% 

 ∙ S2 = 전체 학년의 45% 

 ∙ 최종 평가 (final assessment)는 학년말에 실시되며 1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 작업에 기초합니다. 

 ∙ 최종 평가 (final assessment) = 전체 성적의 10%입니다. 

 ∙ Senior 학생이 final assessment에서 면제되는 경우, S1 = 50%, S2 = 50%입니다. 

 ∙  S1은  중간  평가(테스트,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등)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S1  평균의  10% 

 이하입니다. 

 ∙ 과목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학점이 수여됩니다. 

 중간 및 최종 평가 (Mid- and End-of-course Assessments) 

 최종 평가 (end-of-course assessment)는 전체 성적의 10% 입니다. 

 1년  과정  과목의  경우,  1학기는  1학기  평균의  10%  이하인  중간  평가  (시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등)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6월  최종평가  관련  공지는  3월  15일까지  발표될 

 것입니다. 

 한학기  과정  과목이나  한  분기  과목의  경우,  교사가  전달하는  대로  각  수업  기간의  마지막에 

 실시됩니다. 

 1년  과정의  과목  최종  평가는  일년  내내  학습한  내용과  기술이  포함됩니다.  (End-of-course 

 assessments  for  full-year  courses  will  include  the  content  and  skills  taught  throughout 

 the year) 

 감독관과  교사들은  일반적인  "기말고사"  시험  대신에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또는  다른  형태의 

 평가를  실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종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또는  기타  형태의  평가는  최종 

 성적의 10%에 해당합니다. 

 1학기 (S1) = 전체 성적의 45%입니다. 

 2학기 (S2) = 전체 성적의 45%입니다. 

 1년 과정 과목의 최종 성적 = S1 (45%) + S2 (45%) + 최종 평가 (10%)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최종  평가  (end-of-course  assessment)를  치르지  못한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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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감선생님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학생이  최종  평가를  피치못할  사정으로  놓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메이크업 평가 (makeup end-of-course assessment)  가 승인됩니다. 

 메이크업  평가가  승인된  후,  학생은  Content  Area  Supervisor  와  약속을  잡고,  카운슬러와  함께 

 메이크업  평가  장소와  시간을  결정합니다.  메이크업  시험이  끝날때까지는  성적이  “incomplete” 

 으로 표시됩니다. 

 학점은  최종  평가(면제  대상  학생  제외)를  포함한  모든  학습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부여됩니다. 

 최종  평가시험에서  면제된  학생을  제외하고  (12학년만  해당,  Seniors  only  –  see  Senior 

 Exemptions section) 모든 학생은 6월 최종 평가를 치뤄야 합니다. 

 교감선생님의  승인이  없이  6월  최종  평가를  놓친  학생은  2학기  (Semester  2)  동안  보여준  학습 

 결과에  대한  교사의  평가에  따라  점수를  받게  됩니다.  최종  평가  점수는  “F”  로  고려가  되며,  이는 

 전체 성적의 10%로 계산됩니다. 

 중간/최종  평가  대체  날짜  요청  (Request  to  take  a  Mid-  or  End-of-Course  Assessment  on 

 Alternative Date) 

 다른  날짜  (공지  및  게시된  일정에  따라  지정된  날짜가  아닌  날짜)  에  중간/최종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 교감 선생님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교감  선생님이  대체  시험  날짜를  승인하는  경우,  학생은  Content  Area  Supervisor,  교사  및 

 카운슬러와  대안  날짜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대체  날짜는  일반적으로 

 평가  예정일  이전에  승인되지  않습니다.  만약  평가  예정일  이전에  대체  평가가  승인된다면,  대체 

 평가는 예정일에 계획된 평가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됩니다. 

 12학년 면제 (Senior Exemptions) 

 12학년  옵션  (Senior  Options)  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5월에  지정된  날짜에  수업을  완료하고,  6월 

 최종 평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12학년 옵션 날짜는 3월 15일까지 발표 및 게시됩니다. 

 또한,  1년과정  과목의  경우,  5월  마지막날까지  성적  A-  을  받은  시니어에게는  교사의  재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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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6월  최종평가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최대  결석일수  한도를  초과하여 

 학점을  받지  못했거나  해당  학년동안  IDT  특권  (IDT  privilege)이  취소된  경우,  이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학생의  면제  자격  및/또는  상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12학년이 6월 최종 평가 면제를 받는 경우, 최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Final Grade for full year course = S1 (50%) + S2 (50%) 

 디텐션 (Detention, 방과후 학교에 남아야 하는 벌) 

 오후 디텐션은 오후 3시 15분에 시작해서 오후 3시 45분에 끝납니다. 

 디텐션을  받은  학생들은  지정된  날짜에  결석하지  않는  한,  꼭  참석해야  합니다.  방과  후  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디텐션  면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디텐션  비참석,  늦게  도착,  허가없이  일찍  떠나는 

 경우 해당 학생은 추가 징계를 받을수 있습니다. 

 학생  지원  리더  (Student  Support  Leader)  나  교감선생님은  디텐션을  대신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학생에게  징계문제와  관련된  성찰  응답서  (student  reflective  responses)  또는  학습 

 패킷 (learning packets) 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디텐션 규칙 (Rules for Detention) 

 1.  정시에  도착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늦으면,  그들은  디텐션에  들어갈  수  없으며,  추가 

 하루 (기존 디텐션에 추가로)가 더해질 것입니다. 

 2. 독서/공부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3. 대화, 수면, 전자기기 사용, 음식/음료 섭취 등은 금지합니다. 

 4.  만약  학생이  방해를  초래하면,  그들은  떠나도록  요청될  것이고,  이미  참석했던  시간은 

 없어지고 다시 할당될 것입니다. 

 5. 디텐션에 비참석시, 그 시간은 두 배가 됩니다. 

 6. 허가받지 않은 디텐션 비참석이 반복될 경우, 학교 밖 정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학 및 제명 (Suspension and Expul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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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ard  Policy  #5610에  따르면,  "정학  (suspension)"은  정규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을 

 일시적으로  빼는  것  (temporary  removal  of  a  student  from  the  regular  instructional 

 program)을 의미합니다. 

 "단기정학"  (short-term  suspension)이란  연속  10일을  넘지  않는  정학을  의미하며,  "장기정학" 

 (long-term suspension)이란 연속 10일 이상의 정학을 의미합니다. 

 단기  정학의  경우,  학생의  부모는  N.J.A.C.  6A:16-7.2  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교장  또는  그의 

 지명자가  개최하는  비공식  청문회  (informal  hearing)  및  체벌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학생이  타인이나  재산에  관해  지속적인  위험을  야기하거나  교육  과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학생은  즉시  교육  프로그램에서  퇴출될  수  있으며,  정학  후  즉시  비공식 

 청문회  (informal  hearing)  를  개최해야  합니다  .  장기  정학의  경우,  학군은  N.J.A.C.  6A:16-7.3에 

 따라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테너플라이  학군은  단기  또는  장기  정학을  받은  장애 

 학생의  경우,  N.J.A.C.  6A.  16-7.2  &  7.3의  요구사항과  더불어  N.J.A.C.  6A.  14에  명시된  모든 

 절차적 보호 사항을 준수할 것입니다. 

 단기  또는  장기  정학  각각의  경우에,  학군은  N.J.A.C.  6A.  8-3.1.  et  seq에  따라  핵심  커리큘럼 

 표준  (Core  Curriculum  Content  Standards)을  따르는  교육을  학교  안팎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N.J.A.C.  6A.  16-9  or  10의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공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정학  후  5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장애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는  N.J.A.C.  6A:14에  따라  개인별  학생의  교육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에 

 맞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  (Board  of  Education)는  허가되는  행동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접근법  (positive 

 approaches  to  acceptable  behavior)이  보통  더  효과적이라고  믿지만,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들에게  파괴적  행동에  따르는  결과를  가르치기  위해  때로는  학교  규정  위반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칙이  위반될  때,  학교는  그에  따른  정당한  결과를  적용합니다.  중대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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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을  제외하면,  정학이  야기되는  경우는  상담,  훈계,  행동  제한이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때  입니다.  정학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가족과의  집중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부모와 

 행정관이  함께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친구와  학교  활동으로부터  학생을  분리하는 

 것,  그리고  학교의  다른  학생들의  권리  보호.  정학  보류  고려  사항  및/또는  재등교  프로세스 

 (suspension  considerations  and/or  resulting  re-entry  process)에는  교감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징계  문제와  관련된  학습  패킷의  완료  (completion  of  learning  packets  related  to  the 

 disciplinary issue)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학을 요구할 수 있는 행동/사고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불복종 (continued and willful disobedience) 

 2.  교사나  누군가의  권위에  공공연히  저항  (open  defiance  of  the  authority  of  any  teacher 

 or person having authority over a student) 

 3.  신체적  또는  감정적으로  타인에게  지속적인  위험을  가하는  행동  (HIB  및  데이트  폭력 

 포함)  (actions  that  constitute  a  continuing  danger  to  the  physical  and  emotional 

 well-being of others (including HIB and dating violence)) 

 4.  다른  학생,  교사  또는  학교  직원에게  협박  또는  신체적  또는  언어적  폭행  행사  (threat  or 

 physical or verbal assault upon another student, a teacher or any school employee) 

 5.  무력,  두려움  또는  속임수로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재산  또는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고  시도  (taking  or  attempting  to  take,  personal  property  or  money  from  another 

 student or staff member, whether by force, fear or deception) 

 6.  고의로  학교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시도  (willfully  causing  or 

 attempting to cause, substantial damage to school property) 

 7.  고의로  학교  환경에  상당한  혼란이나  무질서를  야기  (willfully  causing  or  attempting  to 

 cause a substantial disturbance, disruption or disorder to the school environment) 

 8.  학군의  시설에  대한  무단  점거에  참여하고,  당국자의  지시가  있을  때  즉시  떠나는  것을 

 거부  (taking  part  in  any  unauthorized  occupancy  of  a  district  facility  and  refusing  to  leave 

 promptly when directed to do so by a person in authority) 

 9.  다른  사람들이  무단  점거에  참여하도록  선동  (inciting  others  to  take  part  in  an 

 unauthorized occupancy) 

 10.  무단결석  및  수업땡땡이,  허가없이  조퇴  (truancy  and  class  cutting,  or  leaving  school 

 property without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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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출석 불량 및 지각 (poor attendance and lateness) 

 12.  위험하거나  불법인  물품을  사용하거나  소지  (use  or  possession  of  unsafe  or  illegal 

 articles) 

 13. 학교에서 담배 제품 사용 (use of any tobacco product on school property) 

 14.  통제된  위험  물질,  동화  스테로이드  또는  알코올의  사용,  보유  또는  판매  (use, 

 possession, or sale of a controlled dangerous substance, anabolic steroids, or alcohol) 

 15. 욕설 (use of profanity or abusive language) 

 16. 허위 경보 (turning in a false alarm) 

 17.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의  재산을  변조하거나  훼손  (tampering  with  or  damaging 

 property of other students or staff members) 

 18.  학교에서  도박  및/또는  복권  또는  기타  도박  용구를  판매  또는  구입  (gambling  and/or 

 selling or buying lottery tickets or other gambling paraphernalia on school property) 

 19.  컴퓨터를  포함한  테크  장비를  오용  및/또는  파손  (misusing  and/or  vandalizing 

 technological equipment, including computers) 

 20. 카드놀이 (card playing) 

 21.  보안  위반  –  무단  침입을  허용하기  위해  학교  건물  문을  열거나  지지  (security  breach  – 

 opening or propping exterior school building doors to allow unauthorized entry) 

 22.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열거된  기본권을  침해  (violation  of  the  basic  rights  as  listed 

 under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23.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및  안전  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not  following  proper 

 social distancing guidelines and safety protocols) 

 24.  교장  또는  교감이  결정하는  모든  행동/사고  (any  behavior/incident  as  determined  by 

 the Principal or Vice Principal)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느  날이라도  정학을  당하면  그  날  운동이나  학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석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학생이  금요일에  정학을  당한다면,  그  학생은  그 

 주말에 학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석할 수 없습니다. 

 정학은 학교에서 승인한 결석 (school-approved absence)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위반행위로  두  번의  정학을  받은  학생은  세  번째  위반이  있는  경우,  5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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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학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전체  청문회  (full  hearing)가  열리기  전까지 

 학생은  자신이  잘못  오해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교  직원이  그  학생이  타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기간  정학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학이  연장될  경우,  학생은  전체  청문회  (full 

 hearing)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법원  및  학교  관련  판례를  따르면,  학생의  기본권  (fundamental  right)이  거부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학생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적절한  요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students  must  be  afforded  all  appropriate  elements  of  due  process).  이것은  퇴학 

 (expulsion),  21일을  초과하는  정학,  그  특정  학생에  대한  처벌의  시기가  중요한  단기  정학 

 (short-term  suspension  in  which  the  timing  of  the  punishment  is  crucial  for  that 

 particular  student),  특정  학생  활동에  대한  금지  (prohibition  against  certain  student 

 activities) 또는 그 밖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비공식 청문회 (informal hearing) 후 21일 이내에 청문회 (hearing)를 개최해야 합니다. 

 2. 학생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3.  청문회는  교육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임명한  청문  심사관  (the  Board  of  Education  or  by  a 

 hearing examiner appointed by the Board) 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4. 학생은 필요한 경우 통역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학생은  adversary  proceeding  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The  student  is  entitled  to  the 

 rudiments  of  an  adversary  proceeding).  법원에  따르면  이러한  권리는  반대  증인의  이름을 

 요구,  증인의  진술서  요구,  그  증인이  참석하여  질문에  답변할것을  요구할  권리,  자신을 

 옹호하는  증인을  제출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청문회의  정확한  성격은  특정케이스의  정황에 

 딸라 달라집니다. 

 6.  청문회  절차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학생은  자신의  비용으로  그  기록의  사본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7.  절차는  합리적인  속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무죄라  판단되는  경우,  그/그녀는  그 

 사건에 관련된 어떠한 서면 기재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말소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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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기물 파손 (Vandalism, Board Policy #7610) 

 교육위원회  (Board  of  Education)는  모든  학군의  재산은  존중받아야  하고,  우리는  이  지역 

 사회와 이 지역의 학교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J.S.A.  C:17-2에  열거된  화재,  폭발물  또는  기타  위험물을  고의나  무모하게  사용하여  학군의 

 재산에  해를  입히거나  위험을  야기하는  사람은  적절한  법  집행  기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학군의  재산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  이상  (more  than  minimal)이거나  이  지역의  학생  또는 

 미성년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  교육위원회(the  Board)는  그러한  피해에  책임이  있는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나 부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피티  행위  (act  of  graffiti)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에  따라  학군에  피해 

 비용을  배상해야  하고,  지역  사회  봉사  (community  service)를  수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그래피티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운전  특권을 

 정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인종,  피부색,  신조,  종교,  국적,  혈통,  연령,  혼인상태,  애정  또는  성적지향,  성별,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위,  장애  등에  기반하여  폭력,  멸시,  증오를  표현하는  상징  (symbol)  으로  학군의 

 재산을 훼손하는 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적절한 법 집행 기관에 신고될 것입니다. 

 교육감  (Superintendent)은  이  정책을  집행하고,  교과서,  학교  장비  및  학교  시설을  과도한  마모, 

 손상 또는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항을 개발해야 합니다. 

 위험한 행동 (Dangerous Conduct) 

 타인의  신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싸움,  무기  소지  (무기  정책 

 참조),  방화,  난폭  운전,  마약  또는  알코올  소지,  HIB  또는  교장에  의해  심각한  성격으로  간주되는 

 기타 범죄에는 정학이 따릅니다. 5일을 초과하는 정학은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로 종료됩니다. 

 무기와 위험한 기구 (Weapons and Dangerous Instruments) 

 교육위원회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Board  Policy  #5611  &  #5613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학교내,  학교  행사  중  (any  school  function) 

 또는  학교  행사로  가는/오는  도중  (while  enroute  to  or  from  school  or  any  schoo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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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또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기타 기구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어떤  물건이  학생,  직원  또는  재산에  위협이  되는지  아닌지  명확치  않은  경우,  교장은 

 그것이위험한  도구인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학교  내  또는  학교  행사에서  학생이  무기나 

 위험한  기구를  소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즉시  교장/지정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교장은 즉시 교육감/지정인에게 통지하고 적절한 법집행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무기  및/또는  위험한  기구를  소지,  취급,  전달  또는  사용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 

 (disciplinary  action)가  취해질  것입니다.  징계  조치는  그  학생이  학교의  정규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N.J.S.A.  18A.  37-7.  Through  N.J.S.A.  37-12  을 

 따르는  The  Zero  Tolerance  For  Guns  Act  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N.J.S.A.  2C:39-1(f)  &  18 

 U.S.C.  921  에  정의된  총기류  (firearms)  와  관련된  학생의  위법  행위와  관한  정책과  절차를 

 시행할 것입니다. 

 학생이  총기  소지  또는  총기  소지  중에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학교  내,  스쿨버스,  학교  행사 

 중에  총기  소지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1년  이상의  기간동안  학교의  정규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고  학생  제적을  위한  교육위원회  청문회가  있을  때까지  alternative  education  school  or 

 program 에 배치됩니다. 

 타학생,  교사,  행정관,  이사  또는  기타  학군  직원을  학교  내,  스쿨버스  또는  학교  행사에서  총기가 

 아닌  흉기  (weapons  other  than  a  firearm)  로  폭행한  학생은  즉시  학교의  정규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고,  교육위원회  청문회가  있을  때까지  alternative  education  school  or 

 program 에 배치됩니다. 

 교육감  (Superintendent)  은  학생이  정규  교육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는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육감의  결정은  학군  정책과 

 뉴저지  행정  법규에  따라  내려져야  합니다.  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배치는N.J.A.C. 

 6A:14  et  seq.,  Special  Education에  따라  Child  Study  Team과  학생의  부모/법적  보호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학생이  정규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고  승인된  대안  교육  프로그램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학생의  제외/배치  조건을  수정하는  것이  학생과  학교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학군은  가정이나  다른  학교  밖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위험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장애  학생은  학교  환경에서  즉시  제외될  수  있으며  Policy  No.  2460과  Regulation  No. 

 2460.6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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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는  Policy  2481에  따라  N.J.A.C.  6A:16-6.1.t  에  입각한  학교  직원과  법  집행  당국  간의 

 협력을 보장하는 정책과 절차를 채택할 것입니다. 

 R-등급 절차 (R-Rated Procedures) 

 다음은  R  등급  영화  및/또는  발췌에  관한  절차입니다  (procedures  for  R-rate  films  and/or 

 excerpts): 

 ∙ 부모는 자녀에게 R등급 영화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교감선생님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교감선생님은 학생의 카운슬러 (guidance counselor)와 해당 교사에게 학생이 R등급 영화를 

 볼 수 없음을 알립니다.  학생의 일정이 변경되면, 카운슬러는 교감선생님에게 누가 새로운 

 교사에게 학생이 R등급 영화를 보지 못함을 알릴지 보고해야 합니다. 

 ∙ 부모가 각각의 사례별로 (on a case-by-case basis) R등급의 영화 또는 발췌본을 허락할지 

 아닌지 결정하고 싶은 경우, 교감선생님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교감선생님은 

 학생의 지도 카운슬러와 교사에게, 해당 학생은 permission slip 을 부모에게 보내어 허락을 

 받은 후에만 R등급 영화 및/또는 발췌본을 볼 수 있음을 알립니다. 부모의 허가를 받으려면 

 충분한 시간 (one week)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R등급 영화 및/또는 발췌본을 보여줄 

 때마다 permission slip을 작성해야 합니다.  학생의 일정이 변경되면 지도 카운슬러는 

 교감에게 알려야 하며, 그래야 새로운 교사에게 R등급의 영화 및/또는 발췌본을 보기 위해 

 학생의 부모에게 사례별로 통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R 등급의 영화 및/또는 발췌본을 보지 않는 학생을 위해 선생님은 대체 과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식당 (Student Cafeteria) 

 카페테리아는  식사뿐만  아니라  공부와  사교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점심  시간  동안 

 카페테리아  및  기타  지정된  점심  구역에서의  행동은  교직원,  동료  학생  및  학교  재산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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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카페테리아 또는 인근 outdoor picnic area 외 음식물 반입 금지 (점심시간 동안에는 1층 

 지정구역에서만 음식 섭취) 

 2. 학생들은 테이블과 점심 식사 장소를 치워야 하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3. 카페테리아 식탁에 앉거나 식탁에 발을 올려놓는 것을 금지합니다. 

 4. 뛰기, 소리치기, 카드놀이, 말놀이, 음식이나 다른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IDT가 손실되거나 일시 중단됩니다. 

 옷차림과 외모 (Dress and Appearance) 

 학생들의  복장이  그들의  일반적인  행동과  태도에  기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학교는  학생들  사이에서  적절한  복장  기준을  장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변  사람들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외모에 자부심을 가지도록 장려됩니다. 

 학생들은  교실  안과  학교  활동에서  적절성,  청결성,  안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좋은  취향과  상식이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학교  위원회  규정  (School  Board 

 regulations)은  건강이나  안전에  해로운  학생  복장이나  몸치장  관행을  금지하고,  학교  공부를 

 실질적으로  방해하고,  학생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고,  무질서를  만들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방해하고,  불법적이거나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옹호하고,  또는  부적절한  말또는 

 사진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특정 요구 사항 (Specific Requirements): 

 1. 신발은 항상 신어야 합니다. 

 2.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랜야드에 학생증을 착용해야 합니다. 

 3.  학생들은  매일  아침  학교에  도착할  때  학교에서  발급한  랜야드와  학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랜야드와 학생증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 내내 눈에 띄게 착용해야 합니다. 

 4.  술,  담배,  마약,  성적  암시,  폭력  또는  기타  부적절한  메시지/광고,  의류  및/또는  갱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는  액세서리를  홍보하는  메시지,  사진  또는  기호가  있는  의류는 

 금지됩니다. 

 5. 반종교적, 반인종적, 외설적인 복장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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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나치게  짧은  반바지나  치마;  노출  상의  (낮게  자른  상의  또는  열린  상의  (low-cut  or 

 open tops), 홀터넥, 튜브탑, 등이나 옆이 오픈된 상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안이 보이는" (see-through) 의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8. 속옷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9.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스튬 (costumes)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0. 부적절하게 찢어진 옷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11. 모자/야구 모자를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12. 건물 내에서는 맨투맨이나 코트의 후드 착용을 금지합니다. 

 위에  나열된  특정  요구  사항  외에도,  해당  사무실은  개별  복장을  허용할  수  없다고  선언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학생들은  복장  규정을  준수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정중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복장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복장  규정을 

 준수하도록  옷을  갈아입고/조정/수선하라는  학부모  통지와  함께  집으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휴대 전화/전자 기기 

 휴대폰이나  다른  전자  기기들은  학교  수업  시간  (오전  8시  10분~오후  3시  11분)  중  어느  때라도 

 수업과  학습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전자  기기를  가져오지  않는게  좋으며, 

 학교  비상  훈련시  휴대폰이나  전자  기기의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수업과  학습을 

 방해하는  휴대폰이나  다른  통신  장치의  사용은  직원/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기로 인해 지속적인 방해를 야기하는 학생들은 교감선생님에게 소환될 것입니다. 

 레크리에이션 탈것 이용 (Use of Recreational Vehicles) 

 스케이트보드,  롤러블레이드,  자전거  타기는  학교  건물  내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전거를 학교 건물의 동쪽과 서쪽 모두에 있는 랙에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이트보드와 롤러블레이드는 학생 사물함에 보관해야 합니다. 

 학생 사물함 (Student Lockers) 

 학생  사물함(홀  및  라커룸)은  교육위원회의  재산이며  학생들에게  대여  중입니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사물함을  검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학생에게  사물함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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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해  미리  알리도록  노력합니다.  학생들은  복도  사물함  사용을  위해  combination  locks가 

 발급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복도  사물함에는  학교에서  발급한  combination  locks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정된 사물함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물함은  금고  (safe)가  아니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잠겨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그들의 

 combination을  다른  사람에게  줘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은  비싼  물건,  보석  또는  많은  돈을 

 학교에  가져가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비싸거나  중요한  물건은  모두  안전하게  잠그거나  학교에 

 있는  동안  학생이  직접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학년이  끝날  때  combination  lock을  반환하지 

 않으면 교체 비용이 $10 이고, 반환되거나 요금이 지불될 때까지 성적표 발급이 보류됩니다. 

 개별 결정 시간 (Individual Decision Time) 

 Important: 모든 학생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IDT 동안 캠퍼스를 떠날 수 있습니다. 

 개별 결정 시간 (IDT) 

 개별  결정  시간(IDT)은  9-12학년(학부모의  허락을  받아)의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제공되는 

 특전입니다.  이것은  학생  스스로  적절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도움이  될 

 결정을  내리는  책임은  학생에게  달려  있습니다.  IDT  권한은  학부모  또는  적절한  이유로  학교에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IDT를 유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Criteria for maintaining IDT are the following): 

 ♦  학업  –  학생들은  모든  수업에서  교감의  결정에  따라  좋은  학업  성적  (in  good  academic 

 standing)을 유지해야 합니다. 

 ♦  출석  –  학생은  교감이  결정에  따라  허용  가능한  수준의  출석/지체  기록  (acceptable 

 attendance/tardiness record)을 유지해야 합니다. 

 ♦  행동  – 교직원 및 다른 학생들에 대한 적절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항상 보여야 합니다. 

 ♦  안전하고  책임감  있고  사려  깊은  운전  (safe,  responsible  and  considerate  driving)  –  학생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개별  의사  결정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opportunities  available  for 

 use of individual decision time are:) 

 ♦ Lalor Library/미디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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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I (Content, Skills and Internship) 센터 

 ♦ Tiger Study Den 

 ♦  School  Counseling  Office  (scheduling,  program  planning,  college  and  career 

 counseling) – located next to the Student Services Office area 

 ♦ Cafeteria 

 ♦ Tom Elefante Memorial Garden 

 ♦ Elster Memorial Court  - outdoor area between the  PITT and Room 110 

 ♦  Alumni Garden  – outdoor area (located across from  the Principal’s Office) 

 ♦  Dr. Eugenia Pfeiffer Memorial Garden  – outdoor area  (located in front of main lobby) 

 ♦  Leave  School  property  –  (10-12학년만  해당)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경우,  주어진  시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5분  이내에  IDT  위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IDT  시간  동안  복도,  계단,  라커룸  또는 

 화장실에서 어슬렁거리는 학생들은 IDT 특권이 취소될 것입니다. 

 Important  for  all  grade  levels  :  수업이  시작될  때  어떤  선생님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교장실 

 및/또는  출석  사무소  (Attendance  Office)  에  알리는  것은  학생들의  책임입니다.  학생들이 

 10분을  기다린  후에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소문난  "10분"  규칙  (rumored  “10  minute” 

 rule)같은 것은 없습니다. 공식 IDT 게시물은 학교 이메일을 통해 매일 전달됩니다. 

 학생 운전자 (Student Drivers) 

 Tenafly  Swim  Club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good  standing  을  유지하는  12학년들을  위한 

 특권입니다.  12학년은  유효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Grove  Street에  있는  Tenafly  Swim  Club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으며,  학교  등교  시간  동안  차량을  해당  위치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학생 

 차량은  학교에서  판단하기에  차별적이고,  불쾌하고,  외설적이거나  부적절한  성격의  낙서 

 (graffiti)가  있으면  안  됩니다.  유효한  주차  허가증이  없는  차량은  Tenafly  경찰서에서  딱지를 

 떼일 수 있습니다. 

 주차  허가증이  있다고  해서  주차  공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울을  따라  그리고  Tenafly 

 Swim  Club  주차장에  첫  번째  과속  방지턱이  있기  전에  THS  직원을  위한  20개의  예약  공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지정된  공간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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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은  140개뿐입니다.  주차는  선착순입니다.  Grove  Street  파킹랏은  캠퍼스  밖에  있으며  학교는 

 해당 부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학생  운전자는  학교  옆에  있는  Sunset  Lane이나  Davenport  lots  or  Administrative  Lot  next 

 to  the  school  을  절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의  학생  주차  또는  운전은  IDT  및 

 시니어 주차 특권의 취소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모든  학생  차량은  빌딩  앞  서클  (front  circle)에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학생들은  Westerly  Drive 

 에  절대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들은  IDT와  시니어  주차  특권의  취소 

 대상이 될 것입니다  . 

 학교  근처에서의  조심스러운  운전은  필수입니다.  난폭  운전을  하거나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학교 벌칙과 함께 테너플라이 경찰서에 고발될 것입니다. 

 시니어  학생  주차장  계약서  및  주차  스티커  (Senior  Student  Parking  Lot  Agreements  and 

 Parking Decals)는 학생 서비스 사무실 (Student Services Office)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Senior Student Parking Lot Agreement 2022-2023 

 (Tenafly Swim Club Parking Lot) 

 자격이  있는  THS  학생이  학교  등교  기간  동안  (7:30  AM  to  3:30  PM  Monday  through  Friday)  Tenafly 

 Swim  Club  parking  lot에  주차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THS  오피스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주차 

 스티커를 받아야 합니다. 

 1. 주차장은 12학년 전용(선착순)입니다. 

 2. 지정된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140대 주차 가능). 

 3. 수영 클럽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특권 (privilege) 입니다. 

 4.  2022-23학년도에는  Tenafly  Swim  Club  주차장에  THS  직원을  위한  첫  번째  과속방지턱  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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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울을  따라  20개의  예약된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  지정된  공간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5. 주차장 허가증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부모와  학생이  서명한  허가증(permission  slip  signed  by  parents  and  student)은  교감실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학생은 학생증 프록시 카드 (student ID proxy card)를 제시해야 합니다. 

 ♦ 학생의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은 복사하여 즉시 학생에게 돌려줍니다. 

 6.  유효한  주차  허가증  없이  수영  클럽  주차장  (정규  등교  시간  동안)  에  차량을  주차하는  사람은 

 borough  ordinance  위반으로  소환장  (summons)을  발급받게  됩니다.  경찰서는  경찰서장이 

 지정한  장소로  그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제거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운반과 

 보관에  들어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THS  오피스에서  채택한 

 벌칙에 따라야 합니다. 

 7. 학생의 주차 권리는 다음의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학군의 교통 법규 위반 

 ♦  부주의/무모한  운전  또는  차량  훼손  (cited  careless/reckless  driving  or  vandalism  to 

 vehicles) 

 ♦ 낙서된 차량 (graffiti on vehicles) 

 ♦ 교직원 전용 주차 공간에 주차한 경우 

 ♦ 학교 건물 앞 서클에 주차하거나 운전하는 행위 

 ♦ 수영 클럽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운전 법규 위반 시 경찰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  주차  또는  흡연  관련  위반  행위는  Tiger  Q에  설명된  대로  학생  IDT  특권의  상실을  포함한 

 학교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학생에게는  한  학년  동안  한  개의  주차  허가증만  발급됩니다.  분실된  허가증은  대체되지 

 않습니다. 

 9.  주차허가  스티커는  발급된  차량의  백미러  (on  the  rearview  mirror)에  선명하게  보여져야 

 합니다.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ave read and understand the rules and procedures outlined in 

 the above contract and will abide by these rules. 

 Signature of stude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 ID:________________ Date:__________________ 

 Student Cell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Parent/Guardi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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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물 보관소 (Lost and Found) 

 출석 사무소 (Attendance Office)는 분실물 보관소로 지정된 곳입니다. 분실되거나 분실된 

 물건을 발견한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이 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분실물을 찾는 학생들은 출석 

 사무소 (Attendance Office) 에 확인해야 합니다. 분실물을 적정한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 또는 기증됩니다. 

 분실/손상된 교과서 (Lost/Damaged Textbooks) 

 학생이  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받으려면  해당  과정에  필요한  모든  교과서가  발행된  상태와 

 일치하는  상태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됩니다.  만약  그런  책이 

 분실되거나  손상되었다면,  학생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도서  가격표는  교장실에 

 있는 사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지원 서비스 (Student Support Services) 

 컨텐츠, 기술 및 인턴십 학습 센터 (Content, Skills and Internship Learning Center) 

 Content,  Skills  and  Internship  Learning  Center  (CSI)  는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잘  알고,  핵심 

 과목의  내용과  기술에  관한  지식이  있는  두  명의  인증받은  교육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CSI는 

 능동적인  읽기  및  쓰기  전략  (active  reading  and  writing  strategies),  수학  개념  (math  concepts), 

 시간  관리  (time  management),  과학  (science),  노트  필기  (note  taking)와  PARCC,  SAT,  PSAT  및 

 AP  테스트  준비를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CSI는  콘텐츠  영역  전반에 

 걸쳐  전략과  기술  측면에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며  (CIS  provides  instructional  support  in 

 terms  of  strategies  and  skills  across  content  areas),  지도  상담사  (guidance  counselor),  교사 

 또는  아동  학습  팀  구성원  (child  study  team  members)이  지정한  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CSI  프로그램은  교실  벽을  넘어  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학교 기반 지원 시스템 (school-based support system)입니다. 

 Intervention and Referral Services Committee (I&RS) 

 Intervention  and  Referral  Services  Committee는  일반  교육  학생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전략을 

 시행합니다.  장애가  없는  학생이  학습,  행동,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I&RS팀에 

 회부합니다.  이  팀은  교사진에게  일반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다방면의  교육,  행동,  건강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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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하기  위한  협력된  서비스를  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This  team  provides  the  faculty  with 

 direction  in  formulating  coordinated  services  and  team  delivery  systems  to  address  the  full 

 range  of  student  learning,  behavior  and  health  problems  in  a  general  education  program.). 

 I&RS  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책임은  명확히  특수  교육  과정이  아니고,  일반 

 교육  과정이  중심이  됩니다.  (The  responsibility  for  establish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programs  of  I&RS  is  clearly  centered  in  the  general  education  program,  rather  than  special 

 education.)  I&RS  프로그램은  일반  교육  과정의  직원들이  성공적으로  위험에  처한  상당수의 

 학생들의  필요를  포용하기  위한  주요  방법입니다.  (I&RS  programs  are  intended  to  be  used  as 

 a  primary  mechanism  for  assisting  general  education  staff  to  successfully  accommodate  the 

 needs of significant numbers of students in the general education program who are at risk.) 

 Child Study Team (CST) 

 CST는  사회복지사  (social  worker)  1명,  학교심리학자  (school  Psychologists)  2명,  학습장애  교사 

 컨설턴트  (Learning  Disabilities  Teacher  Consultant)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  가지  다른 

 분야이지만,  이  팀  멤버들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또는  사회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기능합니다.  학생  발달의  관점에서 

 운영하는  CST는청소년기의  민감함을  인식하며,  특정  학생의  요구와  학습  스타일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관리자, 교사, 부모 및 학생과 협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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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겐 카운티 보건 서비스 (Bergen County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www.bergenhealth  .org   ٭ 201-634-1750 

 치료 제공기관 (Treatment Providers) 

 (NJ) 211로 전화를 걸어 개인, 가족의 걱정이나 위기 상황에 대한 무료 비밀 도움을 

 받으십시오. 

 www.nj21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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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Hour Crisis Response 

 (a Division of CarePlus, NJ) 

 정신과 응급 검사 프로그램 (PESP). 

 201-262-HELP(4357) 

 Business Office (Non-Emergencies) 201-262-7108 FAX: 201-262-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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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적 청렴 (Academic Integrity) 

 Academic Integrity 는 우리가 Tenafly 고등학교에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배움과 공동체의 

 필수 문화입니다. 학생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제출하는 과제가 

 그들 자신의 결과물이고, 사용된 출처들이 적절하게 인용되고 인정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자신의 결과물이 아니거나 제대로 인용되지 않은 과제를 제출하는 학생들은 사기 

 (fraudulent transaction)를 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한 제출 행위는 해당 작품이 자신의 

 작품이라고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속임수는 건강하고 효과적인 학습 관계의 

 핵심 특징인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를 해칩니다. 그러한 범죄는 "피해자가 없는" (“victimless”) 

 것과는 거리가 멀고 그것은 학습 문화 자체를 손상시킵니다. 

 허용되지 않는 행위 (Unacceptable Engagement) 

 다음은 허용되지 않는 학생 행위의 기본 유형 분류입니다. 

 1.  부정행위  (Cheating)  :  시험  중  무단  메모  사용,  채점  및  반환  후  평가  또는  과제  변경,  다른 

 사람이  대신  자신의  과제를  하도록  시키고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  교사의  허가  없이  하나  이상의 

 과목에서 동일하거나 현저하게 유사한 논문을 제출 

 2.  표절  (Plagiarism)  :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자기  자신이  직접  공부/작업한  결과물이  아니고 

 타인의  결과물을  인용한  경우,  그  내용의  소스  (content  source)  를  공개하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 

 3.  조작  (Fabrication)  :  정보,  데이터  또는  인용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결과물  또는  대답에  의존, 

 또는 실제로 사용하거나 의뢰하지 않은 출처를 인용하는 경우 

 4.  부당한  이점  얻기  (Obtaining  an  Unfair  Advantage)  :  교사나  학교가  허가한  시간  전에  평가 

 자료를  훔치거나  복제,  배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  시험  종료시  교사나 

 감독자에게  반환하도록  명확하게  표시된  평가  자료를  보관,  보유,  배포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다른 학생의 학업 성취를 방해하는 경우 

 5.  기록  및  비공식  문서의  위조  (Falsification  of  Records  of  Unofficial  Documents):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  변경;  성적  보고서,  허가서,  과목  삭제/추가  양식  또는  기타  학교  관련  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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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승인 서명을 위조하거나 정보를 위조하는 경우 

 6.  전산화된  성적,  행정,  교사  또는  학생  관리  시스템  파일  및  문서에  무단  접근  (Unauthorized 

 Access  to  Computerized  Academic,  Administrative,  Teacher  or  Student  Management 

 System  Files  and  Documents)  :  컴퓨터  기록  보기  또는  변경,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 

 수정,  무단  액세스를  통해  얻은  정보  배포  또는  컴퓨터  시스템  또는  정보의  사용  또는  가용성을 

 방해하는 경우 

 7.  학력부정행위  지원  또는  방조  (Aiding  or  Abetting  Academic  Dishonesty  ):  위  1-6번에 

 명시된  위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에게  물질,  정보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 학력 부정성에 관한 어떠한 조사와 관련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학문적  부정직은  학교  문화에  해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위반에도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전체  학교  공동체는  학생들이  성인  생활에서  직면해야  할  결정에  대한  준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개인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적극적으로 학업 부정을 저지하고, 위반 사항을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업  청렴도  보고  양식  (Academic  Integrity  Referral  forms)은  교장실,  출석부,  학교  상담실, 

 테나플라이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직원,  교사,  학생,  학부모/가디언은  자신이  알고 

 있거나 의심이 가는 학업 부정 행위가 있을 시에 보고해 주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협업이나  인용에  대한  요구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학업  윤리  위반이  종종 

 발생합니다. 

 학업  부정은  학생들이  공동작업과  인용에  관한  학교의  정책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업  부정이  일어난  경우,  그  책임은  그러한  이해  부족의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각  수업이  초반기에 

 공동작업과 인용에 관한 정책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강하게 권장됩니다. 

 학생들이  학업  성공을  증진시키고  비윤리적인  선택을  하려는  유혹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많은 적절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  질문하기  -  수업  중,  수업  직후,  이메일  또는  오피스  아워  (office  hours)  중에  질문합니다. 

 과정  내용  또는  과정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라면,  설명과  다른  예시, 

 또는  적용의  예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  또한  종종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질문은 과정의 전반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교사가  시험  준비를  위한  제안을  제공할지  여부를  확인하고,  스스로  리뷰  시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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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리뷰  시트를  만드는  과정은  실제로  복잡한  정보에  대한 

 이해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  노트 기록 기술 (note-taking skills)을 연마하세요. 많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무엇을 

 쓰시든 똑같이 따라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보다 나은 복습 및 학습 세션을 위해 

 강의에 참여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  시간 관리 (time management)를 (특히 낮과 이른 저녁 시간) 개선합니다. 꾸물거리다 

 막판에 닥쳐야 하는 습관 (procrastination)은 압박감으로 인해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비효율적인 벼락치기 공부와 수면 상실로 이어집니다. 마감일 및 평가 전에 미리 

 시작하면 자료를 학습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잘 

 수행하며, 매우 늦은 밤에 잘못된 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선생님들과 성적과 숙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  코스 자료를 마스터하고 학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움을 더 

 많이 활용하십시오. 

 o  교사의 office hours 와 이메일로 연락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o  도서관/미디어 서비스 책임자 (Supervisor of Library/Media Services) 는 

 여러분이 리서치 및 보충 자료 찾기에 더 능숙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o  The Content, Skills and Internship Center (CSI)는 직접 방문, 소규모 그룹 또는 

 개별 지원을 제공합니다. 

 o  선생님과 수업의 웹사이트에는 특정 과제와 관련되어 도움이 될만한 공지사항과 

 자료가 종종 포함되어 있습니다. 

 o  친구들과 함께 만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스터디 그룹을 구성합니다. 

 -  학업에 대한 압박감에 대처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하는 것 외에) 여러분이 가진 선택들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o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표/기대를 조정하여 자신에게 가해지는 부담감을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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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여러분에게 좋은 제안을 해줄 수 있는 많은 지원자들 중 한 명, 즉 여러분의 

 선생님, 카운슬러, 관리자, 친구, 그리고 부모님들과 대화하세요. 

 o  학교 지원 팀 (school’s support team)에서 제공하는 학습 기술과 스트레스 관리 

 기술 워크샵 (study skills and stress management technique workshops)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  만약 여러분이 치팅을 하거나 표절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근본적인 이유 (예: 가족 

 압력, 자기 기대, 외부 스트레스, 실패에 대한 두려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친구, 

 부모님, 카운슬러, class advisor, 선생님 또는 어려운 문제에 관해 이야기 편한 사람과 

 이야기함으로써 그것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세요. 

 조치 (Consequences) 

 학문적 부정행위가 명백한 경우, 교장/교감의 재량에 따라 다음 절차와 조치가 실행됩니다. 

 First Offense (첫 부정행위) 

 1.  과목  영역의  책임자  (Supervisor  of  content  area),  학업  부정  행위가  발생한  과목의  교사, 

 카운슬러/사례 관리자, 학생 및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함께 소집되는 의무 회의 

 2. 학생의 부정행위가 보여진 작품, 숙제의 결과물의 성적은 0점 처리 

 Second Offense (두번째 부정행위) 

 1.  과목  영역의  책임자  (Supervisor  of  content  area),  학업  부정  행위가  발생한  과목의  교사, 

 카운슬러/사례 관리자, 학생 및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함께 소집되는 의무 회의 

 2. 학생의 부정행위가 보여진 작품, 숙제의 결과물의 성적은 0점 처리 

 3.  1년  또는  교장선생님/지정인이  정한  기간  동안  학교의  리더십  포지션  상실  또는  리더쉽 

 자격의 상실 

 4.  한 학기 이상 IDT 특권의 상실 

 Third Offense (세번째 부정행위) 

 1.  과목  영역의  책임자  (Supervisor  of  content  area),  학업  부정  행위가  발생한  과목의  교사, 

 카운슬러/사례 관리자, 학생 및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함께 소집되는 의무 회의 

 2. 교육위원회 앞에서 청문회 의무로 참석 (mandatory hearing before the Board of Education) 

 3. 학생의 부정행위가 보여진 작품, 숙제의 결과물의 성적은 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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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장선생님/지정인이  정한  기간  동안  (1년  이상)  학교의  리더십  포지션  상실  또는  리더쉽 

 자격의 상실, 학업 외의 학교 활동에서 제외 

 5. 한 학기 이상 IDT 특권의 상실 

 6.  교육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학교  밖  정학  그리고/또는  필요한  교육의  기간이  결정됩니다 

 (Number  of  out-of-school  suspension  days  and/or  appropriate  educational  placement  to  be 

 determined through hearing before the Board of Education) 

 NOTE:  부정행위로  인한  위반은  THS에  등록된  전체  기간/전체  연도  동안  누적되며,  위의  나온 

 절차와 조치는 같은 과목/학년이 아니더라도 적용됩니다. 

 첫번째,  두번째  및  세번째  부정행위에  대해  위에  언급된  조치  외에도,  교장/지정인은  학업 

 부정행위  사건에  대해  학교  교육감  (Superintendent)에게  회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러한 

 회부는  학교  교육감이  채택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는  교육청 

 청문회  소집  (the  convening  of  a  Board  of  Education  hearing)  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THS  Academic  Integrity  framework는  Clemson  University의  Academic  Integrity  Center 

 (  http://www.academicintegrity.org/)  )에  개시된  다양한  리소스에서  상당한  부분  조정 

 채택되었습니다.  프레임워크의  구성  요소를  가져온  대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Carnegie  Mellon, 

 Duke  University,  James  Madison,  Northwestern,  University  of  Maryland,  University  of  Virginia, 

 and  Villanova  University.  그리고,  Illinois  Math  and  Science  Academy  High  School에서도 

 정보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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