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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한국어 

학년 유급: 학부모님을 위한 안내 

이 안내서는 학년 진학에 대해 학부모님과 보호자님들께 드리는 정보입니다.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기 

학년 유급은 동급생들만큼 학업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추가 1 년 동안 학업을 따라잡거나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사 및 증거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학년 유급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없으며, 학업을 

따라잡는데 효과적인 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유급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자존심이 

저하되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성향이 갖게 됩니다. 

• 졸업 이전에 중퇴하거나, 대학 진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1 년을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년을 그대로 진학한 동급생들보다 학업이 더 처질 수 

있습니다.  

학년 유급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특정 학생들에게만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학을 위한 지원 

본교는 유급을 권유하기 보다는 학업 부진 부분을 보충하고 학업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최고의 증거 자료에 기반한 교육 전략을 활용합니다.  

본교는 4학기 중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파악하고, 그들이 기대치보다 더 높은 성취, 또는 기대치, 

또는 기대치 이하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평가합니다.  

본교 프로그램은 4 학기 및 다음 학년도에도 학업 보충이 필요한 학생들을 계속 지원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에 대해 걱정이 되시면, 자녀의 담당 교사나 교장에 연락해서 자녀가 다음 학년 진학 

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학교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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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정책 

유급에 대한 교육 및 직업 훈련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는 동급생들과 함께 학년 진학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 유급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이 정책을 읽어 보시려면, 다음 웹사이드로 방문하십시오:   

https://www2.education.vic.gov.au/pal/repeating-year-level/policy  

학년 유급 또는 진학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교장이 내리게 됩니다. 특정 학생에게 학년 유급이 

장기적인 혜택이 있다고 교장이 판단할 경우, 교장은 자녀의 유급에 대해 학부모님에게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학부모/ 보호자의 불평 

학부모님이 자녀의 유급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교장이 내린 결정과 그에 대한 이유와 증거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신다면, 해당 학교의 불평 정책에 따라 불평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2.education.vic.gov.au/pal/repeating-year-level/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