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 통 신 문 제 20 20-15 호
교훈

신입생 학교생활인권규정 안내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학길 61 Tel) 461-3603 의왕부곡중학교

(正直)

안녕하십니까? 의왕부곡중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입생 여러분과 학부모님께 의왕부곡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안내하오니 입학 준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에는 학교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 규칙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고 하며, 본교 홈페이지(공지사항란)에 규정 전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입학 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다시 안내할 예정이며, 규정 중 제20조【두발 및 용의
복장】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두발 및 용의 복장 안내 >
1. 두발
가. 펌이나 염색은 금하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용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나. 특기신장교육에 필요한 경우(예체능특기생)나 신체특성상 예외적인 머리 형태를 해야만 할 때는
담임교사 및 인권안전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용의 복장
남학생
• 남방, 조끼 및 재킷을 입으며,
동복
하의는 동복 바지를 착용한다.
교
복

• 남방과 하복 바지를 착용한다.
하 복 • 교복 대신 생활복을 착용할
수 있다.
춘
추
• 동복 차림에서 재킷을 벗는다.
복

여학생
• 블라우스 위에 조끼 및 재킷을 입으며,
하의는 동복 치마(바지 착용 가능)를 착용
한다.
• 블라우스와 하복 치마 또는 바지를 착용
한다.
• 교복 대신 생활복을 착용할 수 있다.

시기

계절에
따라
정해진
복장
착용

• 동복 차림에서 재킷을 벗는다.

가. 교표와 명찰은 상의 왼쪽에 달되 명찰은 교내에서 반드시 착용한다.(탈부착을 허용-개인정보 보호)
나.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할 수 없다.
다. 등ㆍ하교시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하교시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다.
라. 겨울에 학생용 외투나 점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마. 색조 화장과 과한 액세서리 착용은 금하되, 입술 틴트와 부착형 귀걸이 등 가벼운 액세서리는
허용할 수 있으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용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바. 실내화와 실외화를 반드시 구분해서 착용한다.(실내화는 흰색 단화형이나 슬리퍼형 모두 가능함)
사. 교복은 계절에 따라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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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왕 부 곡 중 학 교 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