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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선생님 말씀
본교의 교직원 및 학생들로 이루어진 정답고 활발하며 전문성을 갖춘 저희 학교 공동체를 리더로서 이끄는 일은 정말로 큰
특권입니다.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1)는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는 영감을 부여하고 학생들이 최고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헌신적이며 확실하게 자격을 갖추신 선생님들과 더불어 훌륭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교육자로서 저희가 공유한 목적은 저희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며, 저희 비전을 소통하고, 교실
안에서의 변화를 옹호하고 장려하며 미래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가르침을 받고 선생님들의 피드백에 반응할 때 시간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끊임 없이 증가하는 사회, 문화 및 기술적 변화의 시대에서, 학교도 계속해서 변화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 그들의 세상은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곳일 것입니다. 선택과 가능성이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중요해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화가 여전히
빠르게 지속될 것이며,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서 기대될 것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은 직업에서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추어야할 기본적 능력은 심층적 수준의 사고력, 창의성 그리고 상상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새로운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고 지식을 사용하는 그들의 능력은 단지 어떤 사실을 알기보다는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데 더욱 더 초점을 맞춘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항상 발전하는 모습을 추구하는 환경으로 국제학생들을 환영함에 있어, 저희는 각 학생과 협력함으로써
그들이 훌륭하게 학문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과목 선택과 대학 입학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 받으며, 주변 환경에 안전함을
느끼도록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저희 국제학생들은 웨스트본(Westbourne)이 제공하는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는 멜번(Melbourne) 서부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열렬한 바램을 가졌던 이상가(理想家)들에 의해 1867년 창립되었습니다.
저희는 본교의 전통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저희 학교 공동체로 여러분을 환영하여 저희 업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고대(苦待)합니다.
멕 핸슨(Meg Han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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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 입학(International Student Admission)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는 전 세계
다양한 나라의 국제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중고등부 전문 준비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헌신적인
국제 학생 담당팀이 학생들이 본격적인 정규 과정 학업에 들어가기
전에 국제학생들을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7학년에서 11
학년 을 시작하는 학생들을 받아들입니다.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는 빅토리아 주(州)
에서 가장 역사 깊은 학교 중 하나입니다. 1867년에 창립된 이후로,
저희는 약 150년 동안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 학습자, 즉 학문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고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에 차이를 만들어갈
젋은이들을 양성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교훈은 ‘네가 하는
일은 잘 해라’입니다. 이는 교실 안팎의 학습에서부터, 공동체로서
과외 활동(co-curricular activities)을 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 봉사 및 전교 학생의 영적 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 생활
면에서 저희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관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중고등부 캠퍼스는 멜번(Melbourne) 시티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약 20 킬로미터 떨어진 트루가니나(Truganina)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중고등부 캠퍼스는 안전하고 지지적(支持的)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제학생들은 학교와 근접한 거리 내의
현지 홈스테이 가정에 배정됩니다.

웨스트본(Westbourne)에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
ÎÎ 웨스트본(Westbourne) 학생들은 학문적으로 탁월한
성적을 성취하며 국내외의 유수 대학에 입학합니다.
ÎÎ 본교는 포괄적이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정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ÎÎ 저희는 VCE 준비를 위한 광범위한 과목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ÎÎ 저희 교사진은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숙련되어 있습니다.
ÎÎ 저희는 광범위한 과외 활동을 갖추고 있습니다.
ÎÎ 저희 캠퍼스는 매우 아름다우며 멜번(Melbourne) 서부에
위치해 있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ÎÎ 본교에서 승인한 홈스테이는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현지 가정에 배정됩니다.

중고등부 교육 과정(Senior School Curriculum)
7학년과 8학년의 전통적인 핵심 교육 과정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ÎÎ
ÎÎ
ÎÎ
ÎÎ
ÎÎ
ÎÎ

영어(English)
ÎÎ 수학(Mathematics)
과학 (Science) ÎÎ 인문(Humanities)
음악(Music)
ÎÎ 미술(Art)
제2외국어(Japanese or German)
체육과 보건(Physical Education and Health)
실외 교육 및 스포츠(Outdoor Education and Sport)

덧붙여, 학생들은 다양한 학업 향상 단위들 중에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위 과목의 목적은 핵심 교육 과정을
보충하고 확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분발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ÎÎ
ÎÎ
ÎÎ
ÎÎ

영어(English)
ÎÎ 수학(Mathematics)
과학 (Science) ÎÎ 인문(Humanities)
제2외국어(Japanese or German)
체육과 보건(Physical Education and Health)

선택과목(Elective Subjects)

ÎÎ
ÎÎ
ÎÎ
ÎÎ
ÎÎ

미술(Art)
ÎÎ Drama
드라마(Drama) ÎÎ Literature
음악(Music)
문학(Literature)
디자인-멀티미디어(design-Multimedia)

9학년 학생들은 또한 각 학기(Semester2)마다 미술, 시각 전달
디자인, 디자인-멀티니디어, 드라마, 음악, 식품과 기술 그리고

10학년은 마지막 VCE학년(11학년과 12 학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10학년 교육 과정과 구조는 중요한 11학년, 12학년을 가능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과목 설강 구조는 다음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ÎÎ VCE를 위해 힘들게 공부해야 하는 마지막 두 학년으로 진급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핵심 과목(영어, 수학, 과학, 지리,
그리고 역사)에 대한 단단한 기초. 모든 과목들은 다뤄지는 소재의
깊이 면에서 학습하기가 어렵고 광범위한 특징이 있습니다.
ÎÎ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주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과목.
덧붙여, 학생들은 11학년 때 VCE 과목 3과 4에3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업 향상 단위 과목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적정 수준의 학업 성취도에 도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재 웨스트본(Westbourne)에서 제공되는 VCE 과목:
과목에는 회계(accounting), 미술(art), 생물(biology), 경영(business
management), 화학(chemistry), 중국어(Chinese), 경제(Economics),
영어(English),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환경 과학(environment science), 식품과 기술(food
and technology), 지리학(geography), 독일어(German), 보건과
발육(health and human development), 역사(history), 정보 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정치(politics), 일본어(Japanese), 법률
연구(legal studies), 문학(literature), 수학(mathematics)(심화수학,
분류수학 및 전문수학; further, methods and specialist), 미디어
(media), 음악(music), 체육(physical education), 물리학(physics),
스튜디오 아트(studio art), 무대 연구(theatre studie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학과 같은 과목들 중에서 선택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9학년 학생들은 학업 향상 단위 과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학업 향상 단위 과목은 전통적인 교육 과정 이외에 관심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익숙치 않은 주제에
대한 열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성취도가 높은 12학년 학생들은 VCE 준비 학업을 학교에서 하는 동안
대학 수준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적절하게 관심을 갖는 학생들에게 대학 수학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8 International Admissions and Policy Handbook | 4

중고등부 준비 프로그램(Secondary Preparation Program)
집중 영어 과정(Intensive English)
새로운 학습 환경에서 국제학생들에게 필요한 언어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본교의 국제 센터에서 중고등부
준비 프로그램(집중 영어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교사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그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집중 영어 과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학교 시설 및 절차에 익숙해지도록 기본적인
현지 적응 기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준비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저희 학교
공동체의 온전한 일원입니다.

이 학생들은 웨스트본(Westbourne)에서서 승인한 홈스테이
가정에서 지내며, 웨스트본(Westbourne) 교복을 입고 숙련된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 교직원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본격적인 정규 과정에
입문하기 전에 적응하여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중고등부 준비 과정을 받는 동안 학생들은 여전히 수학, 스포츠,
상업 및 과학과 같이 선택된 정규 과목 수업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영어 능력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면, 본격적으로 정규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등록 신청(Application for Enrolment)

국제학생 등록 절차(International Application Process)
학비 전액을 부담하는 국제학생들은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면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1. 자리가 있는 경우
2. 영어 능력이 AEAS 시험 결과를 통해 충족되는 경우. 만약 수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입학은 한 학기 동안의 중고등부
준비 프로그램에 등록함으로써 승인될 수 있습니다.
3. 모든 구비 서류가 완전히 기입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ㄱ. 등록 지원서, 의료 데이터 양식(Medical Data Form) 포함.
ㄴ. 지난 2년간 학교 성적표를 번역 및 공증한 사본
ㄷ. 생년월일에 대한 공증 문서
ㄹ. 여권 사본
ㅁ. AEAS 시험 결과 공증 사본
ㅂ. 학생의 복지 계획
4. 본교 입학 허가는 본교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7학년과 8학년 학생들의 입학 승인은 해당 학생이 공부하는 동안 돌봐줄 수 있는 부모 중의
한 명 또는 지명된 친척이 동반한 경우에만 고려됩니다. 이 학생들은 홈스테이 가정에
머무르도록 수락되지 않습니다.
6.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에서는 모든 국제학생들이 본교에 반드시
등록되도록 하며, 나이에 상관 없이 등록 기간 중에 가디언을 동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학생이 호주의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생 복지의 모든 면을 반드시 감독해야 합니다.
7. 등록 승인이 주어지면, 입학 사무소에서 등록과 입학절차를 마무리합니다.

2018 International Admissions and Policy Handbook | 5

영어 시험
영어 능력 시험은 입학 사정(査定)을 위해 의무적인으로 치뤄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AEAS 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본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본교에서는 최근에 본 AEAS4 시험 결과가 동반되지 않는 한 어떤 지원 건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많은 시험 센터들이 AEAS 웹사이트, www.aea.com.au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의 결과는 저희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입학 수준이 가장 적합한 지 그리고 본격적인 정규 과정 전에 웨스트본 집중
영어 과정(중고등부 준비 프로그램)에서 몇 주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지 권장해드릴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선발 기준(Selection Criteria)
나이(Age)

학문적 요건(Academic Requirements)

모든 학생들은 자신이 지원하는 학년 수준에 입학하기에
적절한 나이여야 합니다. 자신이 지원하는 학년의 평균
나이보다 18개월이 빠르거나 늦는 경우 해당 학년에 입할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꾸준하게 학업에
매진해왔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일반적인 지표로써, 영어를
제2외국어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평균75%를 성취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과목에서도 평균 70%를 달성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수학과 과학을 포함한 모든 과목 분야의
중고등부 수준에서 고도의 영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영어 요건(English Requirements)
모든 학생들은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에서 중고등부로 진학하기 위해 충분한 표준 영어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학생이 영어 능력을 나타내는
시험 성적과 정규 과정 입문에 대한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
에서 진행하는 중고등부 준비 프로그램에서 최소 한 학기(
보통 20주)의 집중 영어 과정에 참석해야 합니다. 웨스트본
(Westbourne)에서는 또한 다른 집중 영어 프로그램에서의
영어 학습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입학 담당 주임 교사에
의해 승인되어져야 합니다.
영어 프로그램에 이어, 학생들은 자신이 정규 중고등부
과정에 입문할 준비가 되었다고 진술하는 성적표를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의 중고등부 준비
프로그램 또는 랭기지 센터에서 받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영어 능력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은
정규 과정 입문 전에 추가로 집중 영어 수업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이 추가 수업 참여는 랭기지 센터에서
발행하는 지속적인 학습 발달 성적표와 국제학생 담당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 평가됩니다.

학점(Course Credit)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
에서는 이미 이수한 단위를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 대한 입학 요건을 결정합니다. 웨스트본 사립학교
(Westbourne Grammar School)에서 11학년을 시작하기 전에
11학년에 상응하는 과정 모두 또는 일부를 마친 학생들은
VCE과목 1에 대한 학점을 인정 받기 위해 VCAA5에
신청해야 합니다.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에서는 학생들이 이를 신청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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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 입학 절차 개요(International Application Procedure)
1단계: 지원서 작성
국제 지원서 양식은 저희 웹사이트 www.westbournegrammar.com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입학 신청을 위해서 다음의 구비 문서를 유학원이나 본교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ÎÎ 등록 지원서, 의료 데이터 양식(Medical Data Form) 포함. 부모님 두 분 모두가 본 지원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ÎÎ 지난 2년간 학교 성적표를 번역 및 공증한 사본
ÎÎ 학생의 출생 증명서를 번역하여 공증한 사본
ÎÎ AEAS 영어 성적
ÎÎ 학생이 16세 이상인 경우, 학생이 중고등부 학업에 입문해도 될만큼의 성적을 성취하였음을 보여주는 졸업장 사본. 75%
이상인 영어 성적 포함 				

2단계: 지원 사정(査定)
입학 사정 주임 교사(Admission Manager)가 모든 지원서를 사정(査定)합니다. 필요한 경우 학생들은 추가로 영어 또는 학업
성취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국내 학생들은 면담에 참석해야 합니다. 결과는 위탁 유학원 또는 가족에게(직접 신청한 경우)
전달됩니다.

3단계: 입학 제안
만약 해당 학생의 입학 신청이 성공적인 경우, 본교에서는 그 학생에게 입학 제안서(Letter of Offer)와 문서로 된 입학 승인서
(Written Agreement)을 보냅니다.

4단계: 입학 제안 수락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의 입학 제안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본교로
제출해야 합니다.
ÎÎ 기입된 승인서(Written Agreement). 보모님 두 분 모두 서명해야 함.
ÎÎ 학생의 가디언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지명 가디언 확인서. 저희가 승인한 가디언 서비스들 중 한 군데와
등록했다는 확인서 또는 가디언으로 지명된 친척의 확인서
ÎÎ 호주 홈스테이 네트웍(Australian Homestay Network, 저희가 승인한 홈스테이 제공 서비스)에 등록했다는 확인서
ÎÎ 등록 지원서의 일부인 의료 데이터 양식(더 일찍 제출하지 않은 경우)
ÎÎ 입학 제안서(Letter of Offer)에 요구된 선불금

5단계: 등록 확인서(Confirmation of Enrolment)와 숙박 및 복지 승인
확인서(Confirmation of Approval of Accommodation and Welfare)
위 4단계에서 필요한 납부금과 구비 서류들이 수령되면, 본교에서 등록 확인서(Confirmation of Enrolment)와 숙박 및 복지
승인 확인서(Confirmation of Approval of Accommodation and Welfare, 필요한 경우에만)를 발급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들입니다 .
비자 신청 절차와 관련해서, 나라마다 서로 다른 절차와 소요 시간이 적용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자녀의 입학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이 절차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도록 권고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여러분이 입학 신청, 비자 준비 그리고 구비 서류
제출 등에 있어서 유학원의 도움을 받으시도록 권고드립니다.

6단계: 등교 준비
새로운 나라에서 학교를 시작하는 일은 국제학생들에게 많은 도전과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호주 유학을 준비시키기
위해 저희 웹사이트, http://www.westbournegrammar.com/page/living_and_studying_in_melbourne_1.htm의 ‘멜번에서 살며
공부하기(Living and Studying in Melbourne)’ 페이지를 꼭 방문해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이 자녀의 비행기 도착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가능한 일찍 본교에 통보하시도록 요청드립니다. 이는 저희가
학생의 홈스테이 가정 및 가디언(해당되는 경우)에 알리고 공항 픽업을 미리 계획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교복,
교과서, 오락물, 및 세면도구 구입, 통학을 위한 교통비, 홈스테이 비용을 위해 금전을 거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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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Health Cover)
호주 정부에서는 모든 국제학생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이 의료 보험에 대한 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유학생 건강 보험(Overseas Student Health Cover)에 대한 정보를 다음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health.gov.au/internet/main/publishing.nsf/Content/Overseas+Student+Health+Cover+FAQ-1

환불 방침(Refund Policy)
1. 본 환불 방침은 본교에 지급되는 모든 학비에 적용됩니다.
2.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는 수업료를 포함한 모든 학비를 본교에 직접 납부하시도록 요청드립니다.
유학원에서 지급하는 학비는 수락하지 않습니다.
3. 학생이 유학원에 지급하는 서비스비는 본 환불 방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입학 지원비(application fee)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5. 학비 대비 예치금만 12학년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학생이 12학년 수료 이전에 학교를 그만 둔다면,
학비 대비 예치금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6. 국제학생 건강 보험은 보험 적용이 시작되기 전에 힉생이 보험 커버를 포기하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일단 국제학생
건강 보험이 적용되면, 모든 환불은 해당 보험사와 학생 간의 직접적인 타협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7. 학비 납부 및 환불
ㄱ. 첫 납부금은 6개월치 선불금입니다. 일단 학생이 학교를 시작하면, 학비는 3개월씩 미리 납부되어야 합니다.
ㄴ. 모든 학비는 호주 달러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ㄷ. 학생이 비자 상태를 바꾸면(영주 거주자자 또는 임시 거주자가 되는 경우), 새 비자가 승인된 날짜로부터 현지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학비를 납부할 자격이 됩니다. 이는 새 비자가 승인된 지 6개월 내에 비자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할 경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그 증명서를 새 비자가 승인된 지 6개월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학생은 본교에서 해당 증명서의 날짜를 확인한 날짜로부터 현지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학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ㄹ. 환불은 호주 달러로 변제됩니다.
ㅁ. 환불은 입학 신청서의 ‘학비 데이터(fee data)’ 란에 명시된 사람이 직접 문서로 환불 수령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지불됩니다.

8. 교육 과정 탈퇴 또는 환불 신청에 대한 모든 통보는 (학생 부모님이) 문서를 작성해서 해야 하며 교장 선생님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면, 전학/전학허가서(Letter of Release)에 대한 신청서와 신청에 필요한 모든
증빙 서류들은 문서 통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9. 비자 승인 거부(Visa Rejection)
본교에서는 학생의 비자 신청이 호주 이민국에 의해 거절되었다는 증명서를 받는 경우, (신청비를 제외하고) 납부된 모든 `
학비를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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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보호와 지원(Care and Support)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
에서는 본교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멜번 시내에 있는
랭기지 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웨스트본(
Westbourne) 개학 한 달 전에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이 오전 이나 오후 시간 동안 본교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랭기지 센터 또는 가디언과 시간을 정합니다. 이
시간 동안 학생들은 학교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진학 상담 교사(Careers Counsellor, 11학년에 한해서)와
학습 지도 교사(Director of Learning, 모든 학년)의 면담을
위한 예약 시간이 정해집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이 수강할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통학 교통(Transport to School)
해당 지역에는 광범위한 대중 교통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설 스쿨 버스 네트웍은 웨스트본
(Westbourne) 학생들만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정규 과정에 입문하기 전에 집중 영어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은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이메일을 통해
수강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학생들은 도착하자마자
진학 상담 교사(Careers Counsellor)와 학습 지도 교사
(Director of Learning)와의 면담이 이루어져서 수강 과목과
시간표를 최종 승인 받게 됩니다. 일단 시간표가 최종
승인되면,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가 주문이 됩니다. 이는 첫
수업 이전에 학생들이 교과서를 전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장 적응 프로그램(Orientation Program)
본 교에서의 첫 날
1. 학생들은 국제 학생 담당 교사(International Student Coordinator), 학교장 그리고 중고등부 준비 과정 담당 교사에게
소개됩니다.
2. 학생들은 학교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습니다 – 간호 교사(School Nurse), 진학 상담 교사(Career Counsellor), 학습
지도 교사(Director of Learning), 학교 상담 교사(School Counsellor) 그리고 교목(School Chaplain)을 포함한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3. 각 학생은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 안내서를 받습니다. 국제 학생 담당 교사(International Student Coordinator)와 중고등부
준비 과정 담당 교사가 해당 안내서를 학생들과 검토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본 안내서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스쿨 버스 시스템이 학생과 홈스테이 가정에 설명됩니다. 이는 그들이 언제 어디서 버스를 탈 수 있는지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은 첫 며칠 간 버스를 탈 때 버스 승차 지도부원(Bus Prefect)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버스 승차
지도부원(Bus Prefect)은 11학년 학생이 담당하며, 해당 학생들이 반드시 매일 올바른 장소에서 버스를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대중 교통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학생들에게 이루어 집니다. 이에는 적절한 지도와 교통 시간표 나눠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6. 필요한 경우, 학생들은 은행계좌 만드는 일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자기 나라의 영사관을 방문할 일이 있는 모든 학생들은 해당 영사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학년 초에 본교에서 학업을 시작하는 학생들은 본교의 모든 신입생들을 위해 개최되는 총 오리엔테니션(아침 시간에)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랜은 첫 등교일 전 아침에 이루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특정 학년의 학생들에게 특별히 역점을
두면서 학교를 둘러보는 일이 포함됩니다. 학생들은 또한 본인이 속한 하우스(House7)의 반장을 만나며 자신의 시간표를
받습니다.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은 학년 초에 실시되는 총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진행됩니다. 학년 전반에 걸쳐 도착한 학생들은 첫
등교일에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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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지원
교과 상담(Course Advice)
11학년과 12학년 학생들을 위하여 본교에서는 풀타임 진학 상담 교사(careers Counsellor)를 두어 국제학생 담당 교사
(International Student Coordinator)와 입학 사무소(Admission Office)와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 과정에 대해서 최고의 가능한 정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매 해 진학 상담 교사(careers Counsellor)는 주요 대학에서 강연자를 초빙하여 11학년과 12학년 국제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연자는 해당 대학의 국제 사무소(International Office)에서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학생들의
개인적 필요들이 강연에서 다루어지고 질의 문답도 이루어집니다.
10학년인 경우, 학생들은 과목 선정을 하기 전에 진학 상담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미래를 위한 학문적 방향에 대해
상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10학년 학생들은 국제 센터(International Centre) 교직원들의 지원 하에 과목을 선정하게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현 교과 과정 안내서를 이용하여 앞으로 가고자 하는 대학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과목 선정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대학의 오픈 데이(Open Day)에 대한 정보들이 본교의 진학실, 도서관, 일일 게시판 그리고 국제 센터(International Centre)
알림판에 공고됩니다.

추가 지원(Additional Support)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에는 정규 자격증을 갖춘 간호사, 진학 상담 교사 그리고 학교 상담 교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학생들이 본교에서 지내는 동안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필요한 경우 본교에서는 통역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본교 다수의 교직원이 중국어(Mandarine)를 말하며, 필요한 경우에 통역이 가능합니다.

복지(Day-to-Day Welfare)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에서는 풀타임 국제학생 담당 교사(International Student Coordinator)
를 고용하여 국제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생 담당 교사(International Student Coordinator)는
교내에서 매일 국제학생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학생들의 학습 발달과 개인적 복지 상황을 감독합니다.
국제학생 담당 교사(International Student Coordinator)는 매일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에 만날 수 있으며, 방과 후 긴급 상황
때문에 필요한 경우 휴대 전화로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학생 및 가족들은 매 학기(semester)마다 문서로 된 성적표를 받습니다.
이 성적표는국제학생 담당 교사(International Student Coordinator)의 학습 상담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학생 담당
교사(International Student Coordinator)는 또한 학생의 학습 발달 및 신변 상의 문제가 있다면, 교사진 및 홈스테이 가정에
연락합니다.
웨스트본(Westbourne)에는 아주 전통 깊은 하우스(House) 제도가 있습니다. 하우스(House) 반장과 하우스(House) 지도
교사도 그들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복지 상황을 모니터하고 교내 생활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업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과 관련해서 웨스트본(Westbourne) 교직원이 학생들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추가적 복지 관련
지원 서비스는 학생들에게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됩니다. 외부 지원 저비스에 대한 의뢰가 필요한 경우, 웨스트본 사립학교
(Westbourne Grammar School)는 그 의뢰 절차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부 지원 서비스 (필요한 경우
자체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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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십과 숙박(Guardianship and Accommodation)
가디언십 방침(Guardianship Policy)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은 모든
국제학생들이 나이에 상관 없이 본교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 기간 중에 학생들이 가디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디언은 학생들이 호주 내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해당 학생의 복지에 대한 모든 면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친적 중 한 명을 가디언의 역할을 하도록 지명하는
경우에, 해당 친척이 되시는 분은 이민국(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비자 신청의 일환으로, 학생이 18세 미만인
경우, 학생의 가족이 21세 이상의 친척(배우자, 부 또는 모,
형 또 누나,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이모, 삼촌, 조카, 의붓삼촌,
의붓이모, 의붓조카) 중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춘 사람을 지명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시스템을 통한 가디언 시청에 사용되는 서류의 사본들은
본교로 전달됩니다. 이민국 요구 사항에 적합한 친척이
지명될 수 없는 경우, 부모님께서는 가디언십을 제공하는
기관을 지명해야 합니다. 본교에서는 전문 가디언십을
제공하는 적절한 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가디언십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명한
가디언십 기관에 직접 연락하십시오.

일단 가족이 가디언십 기관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문서로 된
승인서(Written Agreement)의 섹션(section) 8을 기입하고
서명하여 본교로 반송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집중 영어 과정을 마쳐야하는 경우,
교육 과정(course) 사이에 시간적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
에서는 다른 교육 기관 및 가족(유학원을 통해서)과 연계하여
협력할 것입니다. 이는 해당 학생이 교육 과정(course) 사이의
빈 시간 동안에도 반드시 지속적인 복지 및 숙박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웨스트본(Westbourne)에서는
학생이 본교에서 학업을 마칠 때까지 가디언십이 이어지도록
요청드린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가디언을 바꿀 의향이 있는 경우, 적어도 7일 이전에
문서로 본교에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주소 또는 가디언 선정에 어떤 변화가 생기든 본교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숙박 및 복지 배정도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본교의 승인 없이 숙박 및 복지 배정을
바꾸면, 본교에서는 해당 학생의 숙박과 복지를 더 이상
승인하지 않는다고 이민국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학생의 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제학생 연맹(International Student Alliance)
www.studentguardians.com
부모님께서 다른 가디언십 기관을 선정하길 원하시는 경우,
해당 기관의 연락처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본교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에서 가디언십 기관의 적합성을
결정하며, 수락 가능한 경우, 적절한 숙박 및 복지에 대한
교육 기관 승인서(Education Provider’s Confirmation of
Appropriate Accommodation/Welfare)를 발급합니다.

승인 가디언의 요건(Requirements of an approved guardian)
가디언은 호주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복지와 관련된 모든 면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ÎÎ 학생이 응급으로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우선 연락을 받고 본교에서 요구하면, 의료 처치서에 서명을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함.
ÎÎ 학생의 복지와 관련해서 학교 대표와 해당 문제를 상의 함.
ÎÎ 학생의 부모님과 정기적으로 연락해야 함.
ÎÎ 텀(term)의 첫 날을 포함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반드시 출석하도록 해야 함.
ÎÎ 학생의 위치가 반드시 항상 알려지도록 해야 함.
ÎÎ 학습 발달 상황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주 단위로 학생과 연락을 취해야 함.
ÎÎ 학생의 여가 활동과 방학 중 여행에 대해 감독하는데 협조해야 함.
ÎÎ 학생이 은행 거래를 시작할 때 도움을 주고, 필요하다면 금전출납을 감독해야 함.
ÎÎ 학생의 훈육, 건강 그리고 학습 발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임무이면 어떤 것이든 수행해야 함.
ÎÎ 가디언십 또는 가디언/학생의 연락 세부 사항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즉시 부모님과 학교에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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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다음은 학생들에게 가능한 숙박 선택 사항입니다.:
1.
2.

학생들은 부/모 또는 적절하게 지명된 친척과 지낼 수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이 (1번에서 말한) 친척과 지낼 수 없는 경우라면, 승인된 홈스테이 가정에서 지낼 것을 요청드립니다.

학생들은 숙박 배정, 주소, 또는 연락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본교에 우선적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본교에서 승인한 복지 및 숙박 배정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본교에서는 해당 학생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학
국제학생들에게는 6개월 동안 주요 학습 교과 과정을 이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요 학습 교과 과정과
일괄 처리되어 있는 모든 과정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가기 위해 원래 학교에 전학 승인서(Letter of
Releas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다른 공인 교육 기관에서의 전학을 기꺼이
허용합니다.

ÎÎ 첫 공인 교육 기관의 공인이 중단된 경우 또는 학생이 등록한 과정이 공인되지 않은 경우.
ÎÎ 전학을 승인하는 것이 학생에게 가장 이롭다고 본교에서 판단한 경우.
ÎÎ 첫 공인 교육 기관에서 전학 승인서(Letter of Release)를 발행한 경우.
ÎÎ 학생의 부 또는 모/부모 모두/법적인 가디언이 전학을 지원하는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본교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전학 승인서(Letter of Release)를 발급해 드립니다.
ÎÎ 다른 공인 교육 기관에서 온 입학 제안서(written offer)를 확인한 경우.
ÎÎ 새로운 공인 교육 기관이, 학생이 18세 미만인 경우, 숙박, 지원 그리고 일반적 복지 배정을 승인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수락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인 경우, 본교에서는 학생들이 주요 학습 과정을 받는 첫 6개월 동안에 전학 승인서(Letter of Release)를
발급해드리지 않습니다.
ÎÎ 해당 학생의 학습 발달에 불리할 것 같은 경우.
ÎÎ 해당 학생의 전학 신청이 제3자가 악영향을 미친 결과인 경우.
모든 전학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내에 사정(査定)되며 신청자는 그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전학 요청이 거부된 학생은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의 불만 및 항의 제기 방침(Complaints and
Appeals Policy)에 근거하여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 및 항의 제기 방침(Complaints and Appeals Policy)은
www.westbournegrammar.com 또는 웨스트본 국제 센터(Westbourne International Centre)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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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 요건 준수(Complying with student visa requirements)
이민국 규정은 학생들이 수업의 80%에 출석하여 만족스러운 학습 발달을 성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

학습 발달(Academic Progress)

ㄱ. 본 교에서는 매 학기(semester)마다 각 학생의 학습 발달 상황을 모니터하고 기록하며 또 평가합니다.
ㄴ. 학기 중간에 시작한 학생들은 한 한기를 전부 출석한 이후에 평가를 받습니다.
ㄷ. 만족스러운 학습 발달을 보여주기 위해, 학생들은 각 학기(semester) 말에 50% 이상의 평균 점수(해당 학기에 받은 		
모든 과목에서)를 성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와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과목에서도 50% 이상의 점수를 		
성취해야 합니다.
ㄹ. 만약에 학생이 평가 기간에 영어와 ESL에서 50% 이상의 점수를 성취하지 못하고 다른 모든 과목에서 50% 이상의 평균 		
점수를 성취하지 못하면, 학습 발달을 위한 개입 전략을 짜기 위해 관련 학교장과 국제학생 담당 교사가 해당 학생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가 같은 전략들이 포함됩니다.
ÎÎ 지도 교사의 도움
ÎÎ 학습 계획과 학습 능력 발달에 도움을 줌
ÎÎ 진보 학습에 촛점을 둔 장단기 학습 목표를 확립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음
ㅁ. 학습 발달을 성취하기 위한 해당 학생의 개인적 학습 전략과 학습 발달 상황 보고서 사본이 부모님께 전달됩니다.
ㅂ. 학습 발달을 성취하기 위한 해당 학생의 개인적 학습 전략과 학습 발달 상황 보고서는 다음 학기 내내 관련 학교장 그리고/
또는 소속 하우스(House) 반장 그리고 국제학생 담당 교사 의해 모니터됩니다. 해당 전략에 대한 학생의 반응에 대해서
보고서가 작성될 것입니다.
ㅅ. 만약에 학생이 다음 평가 기간까지 학문적으로 충분히 향상되지 않고, 만족스러운 학습 발달을 성취하지 못하면, 본교에서는
해당 학생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학습 발달 상황에 대해 통보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에 대해 알립니다.

2.

예상되는 기간 내 학업 완료(Course Progressions)

ㄱ. 각 학기 말에 시행되는 학습 발달에 대한 평가의 일부로 학생의 학습 발달이 교과 과정 기간 내에 해당 교과 과정을 마칠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ㄴ. 본교에서는 학생이 다음 사유로 예상되는 기간 내에 교과 과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 학생의 학업 기간을
연장합니다.
ÎÎ 동정적이거나 위압이 가해지는 상황
ÎÎ 학생이 위 (1.ㄹ)에서 설명한 개입 전략에 참여하는 경우
ÎÎ 승인된 학업 유예 또는 정지가 본교의 유예, 정지 및 취소 방침(Deferrment, Suspension and Cancellation Policy)에
근거하여 인정된 경우
ㄷ. 학생의 학업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본교에서는 PRISMS을 통해 알리거나 그리고/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등록 확인서
양식을 발급할 것입니다.

3. 출석 요건(Attendance Requirements)
ㄱ. 학생들이 예정된 교과 과정의 80%에 해당하는 수업에 참석하는 것이 본교의 방침입니다
ㄴ. 학생 출석은:
ÎÎ 매일 두번 점검되며 기록됩니다.
ÎÎ 정기적으로 평가됩니다.
ÎÎ 각 학기 전반에 걸쳐 기록되며 산출됩니다.
ㄷ. 지각도 기록되며 출석 산출에 포함됩니다.
ㄹ. 모든 결석은 의사의 진단서, 해당 학생 보호자의 편지 또는 결석이 본교에서 승인되었다는 증명서를 동반해야 합니다.
ㅁ. 승인 없이 3일 연속 이상 결석하는 일은 무조건 조사되어집니다.
ㅂ. 평가 기간에 90% 이하의 출석률을 보임으로써 본교의 출석 요건을 위반할 위험에 처한 학생은 상담을 받고 필요한 지원을
제안 받게 됩니다.
ㅅ. 학생이 본교의 방침에 근거한 출석을 유지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본교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출석에 대해 해당
학생에게 알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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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유예, 정지 및 취소
(Deferment, Suspension or Cancellation of an Enrolment)
1.

학생에 의한 학업 개시 유예 요청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에서는 동정적이고 위압적인(compassionate and compelling) 상황하에서만
학생의 학업 개시 유예를 승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ÎÎ 질병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있어야 함.
ÎÎ 부모 또는 조부모와 같이 가까운 가족의 일원이 돌아가신 경우(사망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함).
ÎÎ 본국에서의 주요 정치적 격변 또는 자연 재해 때문에 학업에 영향을 끼쳐 급하게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
ÎÎ 해당 학생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2.

학생에 의한 학업 정지 요청

일단 학생이 교과 과정을 시작하면,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에서는 동정적이고 위압적인
(compassionate and compelling) 상황 하에서만 학생의 학업 정지를 승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ÎÎ
ÎÎ
ÎÎ
ÎÎ

질병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있어야 함.
부모 또는 조부모와 같이 가까운 가족의 일원이 돌아가신 경우(사망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함.)
본국에서의 주요 정치적 격변 또는 자연 재해 때문에 학업에 영향을 끼쳐 급하게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이 경우에는, 가능한, 경찰 또는 심리 치료사의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함.)

학업 정지 기간은 출석 산정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학업 정지를 사정(査定)하고 승인하는 것에 대한 최종 판단권은 교장 선생님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습니다.

3.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배제되는 경우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에서는 웨스트본(Westbourne) ‘교칙(school rules)’을 근거로 학생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학업에서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학업에서 배제된 학생들은 학업 배제에 대한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들은 각 학생의 복지 및 숙박 배정 상황에
따라 좌우되며 교장 선생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학업 배제 기간 동안 과제 또는 다른 학습 활동이 주어지지만, 해당 학생들은 또한 모든 학업적 요건들을 계속해서 충족시켜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배제되는 일은 PRISMS8에 보고되지 않으며, 출석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학생에 의한 학업 정지 요청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에서는 ’교칙(school rules)’에 근거하여 학생의 부정행위에 대해 학업 정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학업이 정지된 학생은 학업 정지에 대한 조건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 사항들은 학생의 복지 및 숙박 배정 상황에
따라 좌우되며, 교장 선생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해당 학생은 학업 정지 기간 동안 과제 또는 다른 학습 활동을 제공 받는가 하면 모든 학업적 요건들을 계속해서 충족시켜야
합니다. 학업 정지 사실은 PRISMS에 기록되지만 출석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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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 취소(Cancellation of Enrolment)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에서는 다음 상황 하에 학생의 등록을 취소합니다.
ÎÎ 학비를 내지 않은 경우
ÎÎ 승인된 복지 및 숙박 배정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비자 조건 8532)
ÎÎ 웨스트본(Westbourne) ‘교칙(school rules)’을 근거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행동
만약 본교에서 복지에 대한 책임을 수락한 상황에서 학생의 등록을 정지 및 취소한다면, 본교에서는 계속해서 복지 배정의
적합성을 점검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검은 다른 교육 기관에서 해당 학생을 받아들이거나, 해당 학생이 호주를 떠나거나, 이민
법규를 충족시키는 다른 적합한 배정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본교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복지 배정을 더 이상 승인하지 않는다고
이민국에 알릴 때까지 지속됩니다.

6. 등록 유예, 정지 및 취소에 대한 불만사항 제기 및 상소
ÎÎ 등록 유예 및 정지를 요청한 학생들은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의 불만 사항 제기 및 상소 방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ÎÎ 수업에서 배제된 경우, 해당 학생은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의 불만 사항 제기 및 상소 방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ÎÎ 본교에서 주도한 학업 정지, 즉 학업 정지 사실이 PRISMS에 보고되는 경우와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학생은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의 불만 사항 제기 및 상소 방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ÎÎ 내부 상소 절차가 진행되는 중, 해당 학생은 평소처럼 등록을 유지하고 모든 수업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해당 학생의 수업 참여가 교실 안에서 이루어질 지 또는 교실 밖에서 감독 하에 이루어질 지 결정합니다.
ÎÎ 본교에서 주도한 학업 정지, 즉 학업 정지 사실이 PRISMS에 보고되는 경우 및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의 불만 사항 제기 및 상소 방침을 사용한다면, 내부 불만 사항 제기 및
상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학업 정지 및 등록 취소 사실은 PRISMS에 보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해당 학생의 복지와
관련한 상황을 정상참작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ÎÎ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만 사항 제기 또는 상소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학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승인되는 경우)
1. 학생이 승인된 복지 및 숙박 배정을 유지하는 것을 거부할 때(18세 미만의 학생)
2. 학생이 행방불명된 경우
3. 본교에서 학생의 복지에 대해서 걱정할 만큼 학생이 의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중증의 우울증 또는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4. 학생이 본인 또는 다른 학생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생각이 합리적으로 드는 행동을 했거나 그런 행동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학생이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경우, 혹은 학생이 범죄적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ÎÎ 본교에서 모든 불만 사항 제기 및 상소 절차를 마무리 하기 전에 학생의 학업을 정지 또는 취소하기 위해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을 이용한다면, 이는 적절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ÎÎ 정상이 참작되는 상황을 사정(査定)하는 것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교장 선생님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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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사항 제기 및 상소(Complaints and Appeals)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의 불만 사항 제기 및 상소 방침의 목적은 학생과 부 또는 모/부모 모두/법적
가디언에게 이의 또는 불만 사항에 대한 해결을 용이하게하기 위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내부
절차는 화회를 위한 비사법적 과정입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 대해 가진 고충 사항은 ‘교칙(school rules)’에 따라 처리됩니다.

불만사항 제기 Lodging a complaint
학생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본교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결정이든:
ÎÎ 다음과 같은 선택 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 사항을 국제 학생 담당 교사 또는 관련 학교장과 상의하십시오. 이
분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ÎÎ 본교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문서로 교감 선생님(Associate Principal)께 문제 되는 부분을 알릴 수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께서는 관련 학교장, 국제 학생 담당 교사 및 다른 관련자들을 포함한 회의를 소집합니다.
ÎÎ 불만 제기 사항은 기밀로서 존중됩니다.
ÎÎ 이 회의에서 해당 학생은, 원한다면, 다른 사람, 즉 해당 불만 사항과 관련이 없는 친구/선생님/친척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조인 또는 유학원 관계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ÎÎ 공식적인 불만 사항 제기 절차는 관련 학교장 또는 국제 학생 담당 교사와 함께 불만 사항이 제기된 날짜로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내에 시작됩니다.
ÎÎ 해당 학생은 결과와 결과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문서로 통보를 받습니다.
ÎÎ 본교에서는 즉시 해당 결정 사항과 필요한 교정(敎正)및 예방 대책을 이행합니다.
ÎÎ 만약 불만 사항 제기 절차의 결과가 학생에게 유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생은 독립적인 외부 상소 수단을 통해 무료로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통보 받게 됩니다. 만약에 해당 학생이 이 과정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www.oso.gov.aun
ÎÎ 또는 전화번호 1300 362 072를 이용하여 유학생 민원 처리 감찰관(Overseas Student Ombudsman)에게 연락하십시오.
ÎÎ 본교에서는 모든 내부 고충 처리 절차를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내에 마무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ÎÎ 내부 상소 절차의 기간 동안, 해당 학생은 평소처럼 등록을 유지하고 모든 수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는 상황에
대한 정상참작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학생 주의 사항(Student Advice)
등록 유예, 정지 및 취소는 등록 상태 변경에 대한 결과로 해당 학생의 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학생에게는
이민국에 연락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얻도록 통보합니다.

개인 정보 이용(Use of Personal Information)
학생들이 본교에 제공한 모든 개인 정보는 국제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 법 2000(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2000)과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 법령(National Code)을 준수하는 호주 연방 및 주(州) 정부 관서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국제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 법 2000(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2000) 제19절을 근거로 학생
등록에 대한 일부 변경 사항과 출석 또는 만족스러운 학습 성취와 관련한 학생 비자 조건 위반에 대해서 이민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본교에서는 만약 18세 미만의 학생이 숙박 배정을 바꾸거나 본교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숙박 배정을 더 이상 승인하지 않는
경우 이민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직원 및 교내 시설(Staff and Facilities)
모든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숙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교직원이
교육청(Victorian Institute of Teaching9)의 요건에 따라 등록이 되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각 교직원은 1년 주기의 교사 등록이
승인되었으며 전국적 범죄 경력 검사의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VIT) 요건에 따라, 교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직업 전문성 향상 교육(professional development)을 받고 있습니다.
웨스트본 사립학교(Westbourne Grammar School)의 현재 연례 보고서의 요약판으로써 본교의 학교 성취도에 대한 정보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estbournegrammar.com/about/school-publications

i 사립학교의 한 형태로써 학구적 성향이 강함
ii 각 시메스터(semester)는 두 텀(terms)으로 이루어져 있음
iii 보통 11학년에 VCE 과목의 유닛 1과 2를, 12학년에 같은 과목의 유닛 3과 4를 배움
iv Australian Education Assessment Services에서 출제하는 영어 능력 평가로써 호주 내의

.

학교입학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임
v Victorian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의 이니셜. 빅토리아 주 학생들을 위한 교과

.

과정과 학업 성취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vi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쿠폰
vii 전교 학생들을 하우스라는 서브유닛으로 나누는 제도
viii Provider Registr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s Management System 호주의 교육 기관이
국제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 확인서(CoE)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ix 빅토리아주에서 교사 등록과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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