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위협의 사정과 개입: 공정 안내문과 공정 절차  

학생 위협의 사정과 개입 (Student 

Threat Assessment and Interven-

tion) 절차의 목적은 무엇인가? 

학생 위협의 사정과 개입 (Student 

Threat Assessment and Intervention) 

절차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학교 커뮤니티 

내의 다른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폭력의 위협이 있을때, 효과적이면서도 

적절한 대처를 확실히 하기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

려고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기여 요인 

이해하기 

 개입 방안 계발 도와주기; 그리고 

 관련자 모두의 정서적 및 신체적 안전 

향상시키기. 

 

위협이란 무엇인가? 

위협이란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것에 해를 

가하려 하거나 또는 폭력적으로 행동하려

고 하는 조짐입니다. 위협은 언어적 또는 

글이나 그림으로 가해질 수도 있고, 인터넷

에 올려질 수도 있으며 또는 몸짓으로 가해

질 수도 있으며, 사건의 주변 상황으로 보

아 이성적으로 추론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위협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조사를 한 

후,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폭력의 위협이 보고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위협을 가하는 학생의 모든 행위는 학생 위

협의 사정과 개입 규약 (Student Threat 

Assessment and Intervention  

protocol)을 시행할 학교장에게 보고됩니

다. 일단 어떤 위협이든 학교 행정관에게 보

고되면, 회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 회의에

는 학생, 교직원, 가족 그리고/또는 다른 관

련자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는 이

유는 사건의 위험 정도와 수위를 결정해서, 

그 사건에 대해 효과적이면서도 적절한 대

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면한 

안전 위험을 먼저 다룬 후에, 학부모/보호자

로부터 얻은 정보와 함께 지원 및 개입 방안

이 마련될 것입니다.  

 

학부모/학생 동의서가 필요한가?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경우에는 동의서가 필

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해를 입을수도 

있는 위험이 있을때는, 필요한 모든 관련자

들과 함께 그 사건을 가능한 빨리 그리고 효

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 안내문 

학교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안내

문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글로 또는  

몸짓으로) 해를 가하려는 모든 위협 보고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공정 안내문”

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학생 위협의 사

정과 개입 규약 (Student Threat  

Assessment and Intervention  

protocol)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이

며, 또한 지원해주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저희 교육청의 전략의 일부입니다.  

학생 위협의 사정과 개입 팀은 어떻

게 구성되는가? 

각 학교에 학생 위협의 사정과 개입 

(Student Threat Assessment and 

Intervention) 과정 훈련을 받은 교직원들

이 있습니다. 각 전문 분야 협력으로 이루

어지는 학생 위협의 사정과 개입 (Student 

Threat Assessment and Intervention)

팀은 위협의 위험 수준에 대한 조사를 한 

후, 효과적이면서도 적절한 개입 방안을 마

련할 것입니다. 학생 위협의 사정과 개입 

팀은 학교 행정관, 사회복지사 그리고/또는 

심리상담 서비스 직원, 욕 지역 경찰관 그

리고/또는 학생을 잘 아는 학교 인사 등으

로 구성됩니다. 

 

질문?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여러분 자녀의 학교 

행정관에게 문의하십시오.  



Korean 

전화:  905-727-3141 
416-969-8131 

팩스: 905-727-1931 

60 Wellington Street West 
Box 40 

Aurora, Ontario 
L4G 3H2 

학생 위협의  
사정과 개입 

위협의 사정과 개입 

YORK REGION DISTRICT 

SCHOOL BOARD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자 ! 

YORK REGION 

DISTRICT SCHOOL 

BOARD 

학교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복지와 안전은 공동 

책임입니다. 안전한 환경 유지, 위험에 대한 인

식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현실적인 계획에 주의

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폭력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 또한 중

요합니다.  

 

학교는 앞으로도 계속  커뮤니티에서 가장 안전

한 장소중의 한 곳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안

전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은 

커뮤니티의 협력 파트너들과 함께 폭력의 위험

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학생 위협의 사정과 개

입 (Student Threat Assessment and Intervention) 절

차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해

를 가할 “위험성”이 있을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

하는 직접적인 행동과 발언 및 다른 조짐들에 

대처하기 위해, Student Threat Assessment and 

Intervention Protocol  (학생 위협의 사정과 개입 

규약)을  마련했습니다. 학교 커뮤니티를 안전

하게 유지하고, 모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교

직원, 학부모, 학생 및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모

든 위협적인 행위들을 가능한 한 빨리 학교 행

정관 또는 경찰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학교 커뮤니티에서 어른들이 가하

는 위협에 대처하는 별도의 절차와 규약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