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괴롭힘, 협박 및 왕따 사건 신고서 서식
신고자의 성명 (선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익명
학생 개인은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익명 신고에 근거하여 혐의를
받는 공격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익명 신고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에는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특정 장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나 특정
학생들이나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늘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날짜: ________________

 비밀
학생 개인은 자신의 신원을 피혐의자 및
다른 학생들에게 비밀로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비밀 신고에
근거하여 혐의를 받는 공격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밀로 하지 않음
자신의 고충 신고를 비밀로 하지 않기로
동의한 고충 신고자는 교육청이 정당한
법 절차 요건에 따라 당해 고충에 관하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당해
사건에 연루된 개인들에게 공개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정보
공개는 조사 중에도 그리고 조사 후에도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로만 제한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본 정책의 보복 금지 규정 및
고충 신고자와 목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표적 대상자(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의 이메일 주소 (선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의 전화 번호 (선택): 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가 이미 알려 드린 학교 어른의 성명 (있는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알고 있는 경우) 왕따를 시킨 아이들의 이름(들) 또는 다른 식별자 (예, 신체적 모습 또는 개인이 들을 수 있는 수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알고 있는 경우) 어떤 날짜와 시간에 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해당되는 모든 것을 선택하십시오.
 교실
 구내식당
 등교/하교 길

 복도
 스포츠 경기장
 학교외 건물

 화장실
 주차장
 인터넷

 운동장
 학교 버스
 휴대폰

 탈의/로커실
 학교 활동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

왕따를 시킨 아이가 한 짓을 가장 잘 서술하는 칸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해당되는 모든 것을 선택하십시오.
 부적절한 그림/만화/사진/이미지/쪽지를 공유함.
 사이버 왕따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웹 포스팅, 등으로
왕따시킴)
 해로운 소문 또는 험담을 퍼뜨림.
 때리거나, 차거나, 마구 밀치거나, 침을 뱉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학생 개인에게 뭔가를 던짐.
 달갑지 않은 성적 접근, 성적 호의 요청, 성적으로 자극 받은 신체적
접촉 또는 성적 본능의 다른 구두 또는 신체적 행동.

 거친, 위협적인 그리고/또는 비난하는 몸짓이나 말을 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학생 개인을 때리거나 해치게 함.
 학생 개인을 두려워 떨게 함, 돈을 요구하거나 착취함.
 학생 개인을 깔아뭉갬 그리고 학생 개인을 농담, 놀림, 또는
욕하기의 표적 대상으로 삼음.
 학생 개인을 배제하거나 거부함—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출신국, 문화, 성, 사회경제적 신분, 성 표현이나 정체성이
포함된 성적 취향,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또는 기타
두드러진 특징을 이유로 유발됨.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왜 그러한 괴롭힘, 협박 또는 왕따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목격자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 예라고 대답한 경우, 그들의 이름을 알려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체적 부상이 이 사건에서 초래되었습니까?  아니요  예. 예라고 대답한 경우, 그 연유를 서술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 표적 대상자는 일어난 일 때문에 결석했습니까?  아니요  예. 예라고 대답한 경우, 그 연유를 서술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가 정보가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무처에서만 작성하는 난
접수 날짜: ___________
신고서 접수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된 부모/보호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취해진 조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나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해결됨  해결되지 않음 다음으로 이첩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