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ual Educational Opportunity(평등한 교육 기회)
The Hawaii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DOE)（하와이 주 교육청）은 연방 및
주정부 차별 금지법 및 DOE 정책을 준수하고 이 안내 책자를 발행하여 학부모 /
보호자 및 학생에게 교육 프래그램중 학생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영어 능력이
제한된 사람 포함), 장애, 성별, 연령 및 / 또는 종교에 대한 차별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또는 교육청 활동 또한 BOE (Board of Education)(교육청 위원회) 정책 # 305-10,
Anti-Harassment(반 희롱), Anti-Bullying (반괴롭힘) 및Anti-Discrimination Against
Student(s) by Employees (직원에 의한 학생 차별 금지)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정책 이외, 해당 정책은 성 정체성과 표현, 사회 경제적 지위, 외모와 특성,
성적 취향으로 인한 희롱이나 괴롭힘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그/그녀가 위의 수업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즉시
교사 나 행정 담당자에게 알리거나 DOE's Civil Rights Compliance Office
(CRCO)(교육청의 시민 권리 준수 사무소) 직원에게 연락하도록 추천합니다. 증인
이름과 연락처 정보 및 기타 관련 정보를 포함한 문서는 불만과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성에 근거한 차별은 특히 학생의 성 정체성과 표현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합니다. DOE는 문제를 다룰 때 DOE의 지침에 따라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의
사용, 성별로 분류된 시설의 사용 및 드레스 코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DOE( 교육청)은 학생의 성 정체성과 표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때로는
학교가 안전하고 지원이 되는 공간 임을 이해하고 있으며 학생은 공개적으로 성
정체성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을 원하는 학생 또는 화장실이나 라커룸
사용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요구 사항을 포함한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있는 학생은
학교 행정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개인 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한 지원
요청 은 (808) 586-3322를 통해 CRCO에 연락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행정관에게 지도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또한 온라인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사이트:
http://www.hawaiipublicschools.org/ConnectWithUs/Organization/'OfficesAndBranches/Pag
es/CRCO.aspx
DOE의 웹 사이트 (http://doe.k12.hi.us/)에서 불만 양식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연락하거나 DOE의 CRCO (전화 : (808) 586-3322)로 연락하거나 또는 릴레이를 통해
불만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불만은 (808) 586-3331에 팩스하거나 CRCO@notes.k12.hi.us에 메일을 하거나 또는
우편함 2360, 호놀룰루, 하와이96804에 우편할 수 있습니다.
The Department of Education（교육부）는 하와이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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