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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SRI에서 사용할 자료를 구매하기 위한 요금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 요금은 학교에서  

SRI가 일정에 잡힐 지 여부가 확정되면 납부하도록 할 것임을 이해합니다. 

교육및조기아동개발부의 특별 종교적 지침 정책은 아래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education.vic.gov.au/school/principals/spag/curriculum/pages/religious.aspx                               

 

학교 이름:  

이 양식이 해당되는 학년: 

이 양식에서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특별 종교적 지침 (SRI)에 등록하길 원하는지 여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양식을 제출하여 
학교에서 평가하게 되면 교장은 학교에서 SRI 일정을 잡을 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아래 종교에서 SRI를 제공하는 특별 종교적 지침 자원자(들)이/가 본교에 접촉하였습니다.

종교 기관/제공업체 더 자세한 정보 (자원자 이름, 

종교 소속/보호 교회)
분/시간
주당, 
격주당/
매월

프로그램 길이 
(예: 한 달, 
텀 2 혹은 일 
년)

예상되는 
최대 요금

개인적인 자원자들의 세부사항 (이름, 인가 제공기관 및 종교 기관)이 본 양식을 교부한 시점에 가능하지 않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이전에 학교 뉴스레터, 리셉션에서 수집될 수 있는 정보 혹은 기타 학교에서 지정한 적합한 수단을 통해 그 세부사항을 학부모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 정보를 수령할 시에 학부모는 원할 경우 자녀(들)을 SRI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언제든지 자녀(들)을 SRI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2 페이지에 있는 SRI에 대한 학부모 동의 정보를 읽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교에서 SRI 일정을 잡게 되면 자녀(들)이 참여하는데동의하십니까? 

예라고 하신 경우, 자녀(들)의 세부사항을 명시하십시오.                                   

학생의 성 학생의 이름 학년 위에 제공된 어떠한 종교를 위해 SRI 참여에 
동의하셨습니까?

(체크표시를 하십시오)

(하나에 체크표시를 
하십시오)

(하나에 체크표시를 
하십시오)

예

아니오

학부모/보호자 이름: ..............................................................................................................................................................................................

주소: ........................................................................................................................................................................................................................

서명: ....................................................................................................................................................                                     날짜: ............/............/..............

자녀(들)을 SRI에 참여시키길 원하시면 예에 체크표시를 하고 이 양식을 위에 지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십시오. 이 양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SRI 일정을 잡아도 자녀가 참여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게 됨을 주지하십시오. 

동의서 발부 날짜: 

제출 마감일:

http://www.education.vic.gov.au/school/principals/spag/curriculum/pages/religious.aspx


특별 종교적 지침 – 학부모 동의 정보
공립학교에서 교회 및 기타 종교 그룹에 의해 제공되는 특별 종교적 지침 (SRI)은 교육 및 훈련 개정법 2006  제 2.2.11조 하에서 인가됩니다.

특별 종교적 지침 정책
SRI는 본 기관 정책 및 장관 지침 MD141에 따라서만 제공되고 배달될 수 있습니다. SRI는 인가되고 승인된 자원 종교 교육자(들)이 
학교에 접촉하고 학교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SRI 동안에 모든 학생들에게 주의 의무가 충족됨을 확정할 자원을 갖춘 장소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인가되고 승인된 SRI 자원자가 학교에 접촉할 경우 학부모들에게 이 양식을 제공합니다. 이 양식이 학부모에게 제공되고 작성된 
양식을 접수하면 교장은 SRI가 학교에서 제공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MD141 및 정책이 가능한 웹 사이트: http://www.education.vic.gov.au/about/department/legislation/Pages/sri.aspx 
 http://www.education.vic.gov.au/school/principals/spag/curriculum/pages/religious.aspx

특별 종교적 지침이란? 

SRI는 한 종교의 특정한 종교적 신념과 교리의 지침이며 일반 종교 교육 (GRE)과 혼동되지 않아야 합니다. GRE는 종교에 관한 교육 (종교의 
사역과 신념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특정한 신앙의 대표자들을 이용할 수도 혹은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인 반면에 SRI 프로그램은 특정 종교의 
지침이며 특정 신앙의 교리에 따라 삶과 행동의 방법에 대한 지침 및 경전 공부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SRI는 모든 신앙 혹은 종교의 개관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특정한 SRI 제공은 한 가지 신앙만의 지침이며 한 교회 혹은 기타 종교 
그룹에서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종교적 성격에 따라, 교육및조기아동개발부는 인가된 자원자 교육자들에 의해 SRI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되는 프로그램 동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누가 특별 종교적 지침을 제공하나요?
특별 종교적 지침은 기독교, 카톨릭, 정교회, 유대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 바하이교 및 시크교 등 다양한 신앙이 학교에 가능합니다. 학교에 
가능한 종교는 어느 교육자가 학교에 접촉하는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특별 종교 교육자를 인가하는 제공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자 교육자들은 한 교회 혹은 종교 기관에 속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교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인가를 얻기 위해서 이들은 위에 기재된 
제공자들 중 한 곳을 통해 훈련을 받아야 하며 공립학교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규정한 행동 강령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는 자원자가 유효한 
아동 업무 확인 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인가 요건입니다. 

특별 종교적 지침 참여
특별 종교적 지침 참여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학교는 자녀의 참여 (opt-in)에 대한 부모의 동의가 제공되지 않는 한 자녀를 SRI에 배정할 수 
없습니다. SRI 자료는 학부모가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그리고 SRI를 제공하는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학부모들은 SRI가 학교에서 제공될 경우 자녀가 SRI에 참여하기를 바라면 이 양식을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이 제출되지 
않으면 SRI가 제공된다 해도 자녀는 SRI에 참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SRI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SRI에 참여하는 학생들과는 별도의 
교실이나 학습 공간에서 필수 교과과정 외에 교육적으로 중요한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언제든지 자녀를 특별 종교적 지침으로부터 철회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MD141 및 본 기관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http://www.education.vic.gov.au/about/department/legislation/Pages/sri.aspx
 http://www.education.vic.gov.au/school/principals/spag/curriculum/pages/religious.aspx

  

학부모 동의서 CFMD141- 버전 1 17/6/14

종교 기관/제공자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제공자 
웹사이트

제공자 전화 번호

기독교 ACCESS Ministries http://www.accessministries.org.au/ 1800 063 341

카톨릭 Catholic Education Office http://www.ceomelb.catholic.edu.au/ 9267 0228 

이슬람 Arkan Toledo/Islamic Council of Victoria http://arkan.org.au/ 1300 857 797

유대교 United Jewish Education Board http://www.ujeb.org.au/ 9038 5028 

불교

Religions for Peace Australia (RfP)

http://religionsforpeaceaustralia.org.au/

정교회

바하이교

시크교

힌두교

http://www.education.vic.gov.au/about/department/legislation/Pages/sri.aspx
http://www.education.vic.gov.au/school/principals/spag/curriculum/pages/religious.aspx
http://www.education.vic.gov.au/about/department/legislation/Pages/sri.aspx
http://www.education.vic.gov.au/school/principals/spag/curriculum/pages/religiou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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