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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ing your child’s wellbeing 
during suspension

Parent/carer factsheet

정학 기간 중 자녀의 복지 지원
부모/보호자 안내서
자녀를 지원하는 방법
정학 기간 동안 자녀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할 때 좋은 
출발점은 전문가의 정보와 조언을 참조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지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과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 웰빙 (Wellbeing)

• 상담 및 심리학 서비스 (Counselling and 
psychology services)

가정과 학교 간의 긍정적이고 열린 의사 소통은 
학생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자녀가 학교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임을 확신토록 
합니다.

• 학교에 우려 사항을 제기합니다.

• 학교 팀과 협력하여 자녀의 학습 참여를 지원할 
전략을 개발하고 실현합니다.

• 자녀의 학교 복귀 계획을 위한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는 대면, 온라인 또는 전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긍정적이고 안전하며 포용적이며 존중받는 학습 
환경을 형성하는 적절한 행동에 대해 자녀와 대화를 
합니다.

• 자녀가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정중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격려합니다.

정학 기간 가정 학습
• 교직원이 정학 기간 동안 귀하와 귀하의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할 것입니다.

• 하루 중 학습 시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조용한 공간을 
찾고,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함으로써 
자녀의 학습을 돕습니다.

• 자녀의 휴식과 수분 섭취를 확인하며,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을 하는 경우 다독여줍니다.

• 신체 활동을 위한 시간을 허용합니다.

• 자녀가 안전하게 기술을 사용하도록 감독합니다. 
기술 사용 (Using technology) 사이트에는 유용한 
정보와 자료가 있습니다.

유용한 링크
• 학습 패키지 (Learning packages)

• 장애인 학습 및 지원을 위한 조언 (Disability 
learning and support advice)

• 행동 지원 툴킷 (Behaviour support toolkit): 
자녀가 정학된 경우 해야 할 일

• 자녀의 가정 학습 지원 (Helping your child learn 
from home)

• 키즈 헬프 라인은 5 세에서 25 세 사이의 어린이와 
청년들을 위한 호주 유일의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입니다. 전화 1800 5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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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