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모두에게 안전한 장소로 되게
남을 못살게 구는 행위는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거나 때리거나 혹은 괴롭힘 따위의 심각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입니다. 뱅쿠버 교육위원회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긍정적인
수업환경을 확립하고 유지할 것을 공약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인권법과 기타 법령에 따라 본 주의 교육구는 괴롭힘도 차별도 없는 안전한 학업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또한 모든 학생들, 교직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교육과
학교생활의 모든 면에서 환영받고 포용되며 존중심과 긍지심을 가지고 대우받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전략과 지침을 실행함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노력해야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레즈비언
혹은 게이라고 밝히거나 또 자신이 레즈비언인지 게이인지 또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포함합니다.
학교 내에서의 인종문제를 다루는 교육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교장과 교사들도 우리의 학교에서
동성애 혐오를 막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인종차별적 언행이 묵과될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에 게이나 레즈비언에 대한 편협성과 증오심이 담긴 언행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본 주의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과정은 이러한 주제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에
따라 브리티시 컬럼비아 내의 공공학교들은 지역사회의 인종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학생들이
자신과는 생김새와 피부가 다른 타인에 대한 관용과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정 모델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모든 연령의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 협동하며 자신과 같지만
자신과는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솜씨를 배우게 되는 저학년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그들보다 학년이 높은 아동들은 인종차별과 동성애자 혐오와 같은 다른 종류의 차별이 가져오는
해독에 대해 특별히 배웁니다. 그들은 또한 어떻게 하면 사회를 모두에게서 더욱 환영받는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배우게 됩니다. 캐나다의 연방 대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용은 언제나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서 기대된다."
뱅쿠버 시의 초등학교들은 안전을 위한 연락인의 임명을 요청합니다. 안전을 위한 연락인은 자신이
레즈비언인지 또는 게이인지 또 혹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학생들, 못살게 구는 또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일을 도와주거나 혹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열고 얘기하고 판단받고
싶어하는 대상, 즉 교사, 교장 또는 기타 교직원들입니다. 모든 학교는 학생들이 이러한 사람을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내서 자신들을 만나 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학교들은 여러 형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포스터를 이용하여 알리지만 또 다른 학교들은 학생 자치회, 학급회의 혹은 뉴스레터를 통하여 이런
정보를 알립니다.
다양한 형태의 인종차별에 대한 대응 그리고 학교가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긍정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가족들과 학교직원들의 몫입니다.
뱅쿠버의 학교내에서 동성애자, 레즈비언 혹은 게이와 관련된 질문이나 우려사항이 있으면
pride@vsb.bc.ca 나 604-713-5180 으로 Glen Hansman Jody Polukoshko 를 찾으십시오.
인종문제나 복합문화에 관한 질문이나 우려사항이 있으면 604-713-5933 에 연락하여 Angela
Brown 을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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