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한 교육 기회
하와이주 교육부(Hawaii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HIDOE)에서는 연방 및 주
차별금지법, 및 HIDOE 정책에 대한 약속 및 준법감시의 일환으로서 이 정보 브로셔를
발행, 학생의 인종, 피부색, 출신국, 혈통,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적 지향성, 연령, 장애
유무나 종교로 인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직원의 차별은 본 부처가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 중에 금지되어 있음을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 BOE)
정책 #305-10, 괴롭힘 방지(인격존중), 집단 괴롭힘 방지, 및 차별금지에 따라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들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이상에 더하여, 본 정책은 사회경제적
지위 및 신체상 외모 및 성격을 이유로 하는 일체의 괴롭힘이나 집단 괴롭힘 형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부류에 근거하여 자신을 상대로 하는 괴롭힘, 집단 괴롭힘이나 차별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판단하는 학생은 자신의 교사나 담당 관리자에게 즉시 알리거나, 또는 HIDOE의
민권 준법감시국(Civil Rights Compliance Branch: CRCB) 담당자에게 연락하도록 권장하는
바입니다. 기타 관련 정보 외에도, 목격자 증인의 성명 및 연락처를 비롯한 증거 서류는
소장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성적 차별에는 특히 학생의 성 정체성 및 성 표현에 따른 차별이 포함됩니다.
HIDOE에서는 선호하는 성명 및 대명사의 사용, 성별 분리시설의 사용, 및 복장 규정을
포함하지만, 이에만 국한 되지는 않는 쟁점들을 취급할 경우, HIDOE 지침을 견지하게
됩니다. HIDOE는 학생의 성 정체성 및 성 표현에 대한 입증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학교는
때로 학생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는, 많지 않은
안전하고 지원을 얻는 공간 가운데 하나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급한 지원을 바라는
학생이나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있는 학생 전원은 화장실 또는 탈의실의 사용에 대하여
커지는 개인정보의 보호 요구를 포함하여 자신의 학교 담당 관리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지원 요청 및 일체의 개인정보 문제에 관하여 CRCB의 전화 (808) 586-3322로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관리자로부터의 해당 지침 사본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침은 다음에 위치한 CRCB의 웹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도있습니
다: http://bit.ly/HIDOECRCB
소송의 제기를 위해서는 CRCB의 웹페이지에서 소송 서류 양식을 작성하고, 귀교의 교장,
담당 권역의 형평법 전문가 또는 CRCB의 전화 (808)586-3322, 또는 릴레이를 통한 연락도
가능합니다. 소송건은 팩스 번호 (808)586-3331, 이메일 주소 crcb@k12.hi.us로 발송이 가능
하며, 또는 미국내 우편 서비스를 이용해 주소 P.O. Box 2360, Honolulu, Hawaii 96804로 우
송할 수도 있습니다.
본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는 하와이의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상 균등한 기회
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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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360 • Honolulu, HI 96804 전화: (808) 586-3322 또는 릴레이 이용 • 팩스: (808)
586-3331 • 이메일: crcb@k12.hi.us
Beth Schimmelfennig - 국장 • Rhonda Wong – 준법감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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