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 칼 소지 관련 정책

학부모 및 보호자님께

NSW 정부는 최근 시크교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보건 및 안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교내 칼 관련 
정책을 개정하는 지역사회 협의를 수행했습니다.

교육부는 상담 중에 의견을 제시해주신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에게 감사하며 학생이 학교에서 칼을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한 개정된 지침의 개발에 도움을 주셨던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침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교육부의 노력과 동시에 NSW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불법적인 차별 행위를 
피하려는 교육부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교내 칼 반입에 대한 금지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엄격한 새 지침을 준수하는 학생의 키르판 (Kirpan) 
소지를 막지는 않습니다. 칼과 유사한 키르판은 세례받은 시크교도들이 신앙의 물품으로 착용하고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품목입니다. 

세례를 받은 시크교도 학생이 학교에서 키르판을 차도록 허용되려면, 해당 키르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작은 크기여야 하며, 전체 길이 16.5cm (약 6.5인치) 이하, 날카로운 모서리 혹은 끝이 없어야 함.
• 칼날이 칼집 안에 고정되어 뽑을 수 없음.
• 옷 안에 차고 사용할 수 없도록 고정됨.
• 스포츠와 같은 신체 활동을 할 때 벗어서 안전하게 보관되거나 "신체에 고정"됨. 

참고: "신체에 고정"이란 튼튼한 천으로 싸여 있고 스포츠 밴드 혹은 가죽 벨트 안에 고정되어 미끄러져 
떨어지거나 착용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절하게 요청될 경우 학생은 이러한 지침이 준수되고 있음을 검증해야 합니다. 모든 안전 우려사항은 
학생 및 학부모 또는 보호자와 논의됩니다.

세례를 받은 시크교도 학생들은 키르판을 찰 수 있지만 학교에서는 어떤 목적으로도 그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칼이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예: 식품 공학 실습 수업 중) 학생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학교에서 칼 소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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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바로 TAFE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에 칼을 가져와야 하는 학생은 학교 수업이 시작될 때 칼을 
상자나 칼집에 넣어 학교 사무실에 제출하고 방과 후 수거해야 합니다 .

새로운 지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education.nsw.gov.au/about-us/rights-and-
accountability/legal-issues-bulletins/knives-in-school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Principal)

전화 통역 서비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고 여러분의 질문에 도움을 줄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전화 통역 서비스에  
131 450으로 전화하여 한국어 통역사를 요청하십시오. 오퍼레이터에게 원하시는 전화번호를 알리면 
오퍼레이터가 통화를 도와줄 통역사를 연결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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