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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부모/보호자 안내서
퇴학이란 무엇인가요?
퇴학은 교장과 교육 리더십 이사가 학생에게 학교를 
떠나야 하며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말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퇴학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본 학교는 퇴학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교장은 두 가지 이유로 학생들을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 학생이 심각한 우려가 되는 행동을 보이며 자신의 
행동 관리 계획의 효과가 없었음.

• 학생이 17 세 이상이며 학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행동이 다른 학생들의 학업에 영향을 미침.

교장은 퇴학을 결정하기 전에 학교가 자녀의 필요와 
배경을 고려하여 자녀의 학습을 어떻게 지원해 왔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퇴학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교장이 귀하에게 연락하여 
자녀의 퇴학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릴 것입니다. 학교는 
퇴학 가능성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발행하고 귀하와 
귀하의 자녀를 회의에 초청하여 퇴학 이유를 제시하고 
자녀를 퇴학시킬 경우 차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장은 귀하와 모든 관련 문서를 
공유할 것입니다. 귀하는 조력자를 그 모임에 대동할 수 
있습니다. 조력자는 귀하 및/혹은 자녀에게 정서적 혹은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 귀하는 칠일 내에 자녀를 퇴학시켜서는 
안되는 이유를 포함한 답변을 학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장은 이 답변을 의사 결정 과정의 일부로 사용할 
것입니다.

자녀가 퇴학되면 어떻게 되나요?
교장과 교육 리더십 이사는 학생의 퇴학 여부를 함께 
결정할 것입니다. 학생을 퇴학시키기로 결정한 후 24 시간 
이내에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NSW 교육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녀가 17세 미만이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퇴학을 
당하는 경우, 교장은 15일 이내에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또는 대체 환경을 찾아야 합니다.

자녀가 17 세 이상인 경우, 귀하와 귀하의 자녀는 학습 
또는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는 옵션을 찾아야 합니다.

퇴학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단, 교장과 교육 리더십 이사가 공정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거나,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믿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의 제기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자녀 옹호에 대한 정보가 가능하며 학교와 의사 소통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학교 공동체 헌장도 제공됩니다.

어떻게 불만 제기를 하나요?
퇴학이나 내려진 결정 또는 제공된 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불만 제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한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전화 통역 서비스
학교에 연락하길 원하시고 영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 통역 서비스에 131 450으로 전화하여 필요한 
언어를 알려주시고 오퍼레이터에게 학교로 전화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오퍼레이터는 통역사를 전화상으로 
주선하여 귀하의 대화를 돕도록 할 것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귀하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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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ducation.nsw.gov.au/student-wellbeing/attendance-behaviour-and-engagement/behaviour-support-toolkit/support-for-parents
https://education.nsw.gov.au/student-wellbeing/attendance-behaviour-and-engagement/behaviour-support-toolkit/support-for-parents/advocate-for-your-child
https://education.nsw.gov.au/public-schools/going-to-a-public-school/translated-documents/school-community-charter
https://education.nsw.gov.au/about-us/rights-and-accountability/complaints-compliments-and-suggestions/guide-for-parents-carers-and-stud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