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공동체 헌장 
Collaborative. Respectful. Communication.
협동. 존중. 소통.

아래의 학교 공동체 헌장은 우리의 학습 환경이 협동과 지원 그리고 화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 보호자, 교육자 및 NSW 공립학교 교직원들의 책
임을 명시합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

NSW 공립학교는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학교 
전체 공동체를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을 알고 소중히 여기며 돌보도록 
만전을 기합니다.

최상의 교육은 학부모들과 학교가 
협력할 때 이루어집니다.

학교 공동체 헌장은 NSW Department 
of Education 전략 플랜 2018-2022와 
부합합니다. 

긍정적 환경

중요한 것은 NSW 공립학교는 긍정적 
환경이며 학부모 및 보호자는 학생들의 
학업 진도 내용과 학교 통지서들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학부모들과 보호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
• 학생들의 학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파트너쉽으로 학교와 협력하도록 
권장됩니다.

• 교직원의 소통은 시의적절하고 
정중하며 유용할 것입니다.

• 교직원과의 업무 관계는 투명성과 
정직 그리고 상호 존중에 기초할 
것입니다.

• 공정한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의 
다양성 존중에 근거하여 관용과 
이해가 고취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을 
존중하며 
대우합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복지에 역점을 
둡니다

안전하지 
않은 행동은 
학교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교와 함께 
협력합니다

NSW 공립학교 공동체의 모든 멤버들을 위한 존중 받는 
학습 환경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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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협력적인 
학습 환경을 
창출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학업을 
고양시키기 위해 
협력합니다

학교와의 소통

저희 직원이 시간을 내어 귀하와 소상하게 대화할 것입니다. 저희 직원이 수업 중에 있거나 
다른 일을 보고 있을 때에는 귀하의 질문에 즉각 대답을 할 수 없음을 주지하십시오.

저희 학교들과 공동체는 서면으로 된 소통이 적절하고 공정하며 읽기에 용이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가 이메일 및 소셜미디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해당 학교와 
연결함으로써 학교 행사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권장합니다.

학부모, 보호자 및 학생들을 위한 안내는 불만제기 절차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https://education.nsw.gov.au/about-us/rights-and-accountability/complaints-compliments-
and-suggestions/guide-for-parents-carers-and-students

존중하는 소통은 권리입니다

모든 직장에서 사람들은 존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용납될 수 없으며 무례한 행동은 우리의 
학교 공동체에서는 자리잡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 및 학교 공동체의 복지를 확실시하기 위해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다루기 위한 조치가 단계적으로 취해질 것입니다. 이는 학교 공동체와의 연락을 제한시키는 
것 혹은 더 심각한 경우에는 NSW 경찰로 회부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은 아래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 예: 폭력, 위협하는 몸짓 혹은 신체적 접근. 
•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언어. 예: 외설적 표현, 성차별적이거나 인종주의적인 혹은 경멸적인 

발언, 혹은 무례한 어조 사용.
• 종교나 장애 등을 이유로 학교 공동체 구성원을 차별적으로 대함.
• 부적절하고 시간 낭비적인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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