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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2 월 1 일 

친애하는 학부모님께, 

2019 년 2 월 11 일부터 2 월 15 일까지 한 주 동안 뉴욕시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Respect For All 주간 

행사가 실시됩니다. 이는 사이버 폭력이나 괴롭히기, 왕따 및 기타 편견에 의한 괴롭힘 등은 우리 뉴욕시 

학교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인식시켜 주기 위한 행사로서, 우리 모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 중대한 캠페인을 위해 저희 뉴욕시 교육청에서는 뉴욕시 의회, 전국 

교사 연맹(UFT), 학교 감독 및 행정 위원회(CSA) 및 기타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다양성에 

대한 인식 고취 및 서로가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인종, 피부색, 신념, 민족, 출신 국가, 시민권/체류 신분,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적 

취향, 장애 또는 몸무게 등에 의한 편견이나 따돌림, 괴롭힘, 협박 및/또는 차별이 없는 안전하며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뉴욕시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행동 기대치 및 교육감 

규정 A-830, A-831 및 A-832 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Respect For All 주간은 다양성 존중 및 포용하는 학교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학교의 모든 학생 및 

기타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수 천명의 교사들과 학부모 

코디네이터 및 기타 교직원들이 Respect For All 에 관한 연수를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룬 소책자 및 

휴대용 카드가 모든 학생들에게 배포되었으며, 각 학교에는 한 명 이상의 Respect For All 담당자를 지명하고, 

담당자 이름을 포스터에 적어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매일의 일상에서 존중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타인을 존중하라 가르치는 건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의무입니다. 이 한주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게 될 모든 타인 존중에 대한 메시지, 즉, 

모든 학생들은 동등하게 존중 받아야 하며, 괴롭힘, 따돌림, 도발 및 차별은 우리 학교 공동체에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가정에서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Respect For All 주간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자녀의 

학교장이나 Respect For All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이메일 RespectForAll@schools.nyc.gov 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녀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에 감사합니다. 뉴욕시 교육청, 시의회, UFT 및 CSA 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다양성 존중의 분위기 및 포용적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며 Respect For All 주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A. Carranza, 교육감 Corey Johnson, 의장 

교육청 뉴욕 시의회 

  
Michael Mulgrew, 회장  Mark Cannizzaro, 회장 

교사 연맹 학교 수퍼바이저 및 행정 담당 위원회 

 
Mark Treyger, 회장 

뉴욕 시의회 교육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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