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atty 초등학교 복장 규정 

모든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Beatty 표준 복장 규정 및  부에나팍 교육구 복장 규정을 지켜야 한다: 

 

모자: 

 전체적으로 테를 두른 모자만을 쓸 수 있음 

 로고가 달린 모자는 허용되지 않음 

 햇빛 보호나 의료적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쓸 수 없음 

 두건(hoods)/비니 모자(beanies)는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야외에서만 허용됨 

셔츠: 

 소매가 있어야 하고; 어깨를 노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쉬어탑(sheer tops)은 커버링을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음 

 팔을 옆에 붙이고 있을 때 엄지 손가락 보다 더 길면 안됨 

 앞 가슴사이 굴곡, 등 또는 중간 몸통 부분을 드러내는 깊이 파진 탑은 안됨 (커버링을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음) 

바지: 

 적절한 크기로서 안정적으로 몸에 맞아야 하며 벨트가 없이도 허리에 맞아야 함 

 내의가 밖으로 내보이지 않아야 히며 “축 늘어지는(sagging)” 바지는 안됨 

 잠옷류, 레깅(leggings) 및 타이츠(tights) 만을 입어서는 안됨 

 찢거나 뜯어서 속옷이나 살갗을 노출해서는 안됨 

치마/반바지: 

 반바지 및 치마는 아래에 레깅을 한다고 해도 손가락 끝 기준보다 더 길어야 함; 무릎 위의 미니 

스커트는 안됨 

 반바지는 무릎에서 2 인치를 넘게 길어서는 안됨 

 반바지를 양말과 겹쳐서 입을 수 없음 

양말: 

 발목으로 부터 4 인치를 넘는 높이는 안됨 

신발: 

 발가락과 발꿈치를 가려야 함 

 항상 신발을 신어야 하며; 슬리퍼는 안됨 

 구두창 및 발굽은 1 ½ 인치를 초과해서는 안됨 

장신구/액세서리: 

 이니셜이 새겨있거나 커다란 벨트 버클, 모든 종류의 사슬, 스파이크 또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장신구는 안됨; 뾰죽한 게이지(측정기), 귀를 제외한 다른 곳에 뚫은 액세서리는 안됨 

 장갑은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야외에서 착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됨 

 신체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안됨y 

헤어스타일: 

 단정한 스타일이어야 하며; 극단적인 스타일과 염색은 안됨; 눈이 보여야 함 

 반다나(bandanas)는 허용되지 않음 

부적절한 상징물: 

 부적절한 상징물 또는 안전하지 않은 활동을 조장하는 것들(예. 마약, 술, 성적인 난잡, 폭력)은 안됨 

 지역 경찰부서가 갱 복장으로 간주하는 모든 것들은 허용되지 않음 
 

학교측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학습 환경을 방해할 수 있는 추후의 유행이나 패션에 대한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복장 및 개인의 외관에 관한 문제들은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는 집에서 적절한 의복을 

가져올 때 까지 대체 의류로 갈아입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영역에 있어서 교장 및/또는 교감은 개개의 학생에게 허용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최종적이고 유일한 재판관이다. 

 

부모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