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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의서 접수 안내 

 

시드니신학대학(SCD)의 재학생이나 졸업생 중에서 재학중에 차별대우, 괴롭힘, 욕설, 희생시킴, 

기타 불공정한 처우를 받았다고 여겨지면 정식으로 ‘학생건의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SCD 의 

‘Student Grievance Policy and Procedures’ (학생건의 정책과 절차) 에 따라서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 문건 양식은 SCD 의 공식 웹사이트 scd.edu.au 또는 한국신학부 웹사이트인 

kst.scd.edu.au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불만을 접수하는 과정은 ‘건의’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불만사항을 건의하는 사람은 

‘건의자’, 학생건의에 대하여 답변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응답자’ 라 합니다.  

 

정식건의는 학업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학업과는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과정이나 교습에 관한 학생들의 피드백과는 다른 것입니다. 

 

건의사항은 SCD 교과 과정이 제공되는 교육기관에 접수될 수 있으며 학위인증기관인 SCD 

본부에다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초기단계에는 건의사항이 교육기관(회원학교, MI,와 

한국신학부, KST)에 제출될 수 있지만,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으면 SCD 본부로 회부 될 수 

있습니다. 연구학위(리서치)과정 학생들은 SCD 본부의 적용을 받습니다. 

 

SCD 의 ‘학생건의 정책 및 절차’는 건의가 제기된 캠퍼스의 소재지, 학생의 거주지 또는 학습 

방식에 관계없이 현재 또는 이전에 SCD 과정에 등록한 모든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학생건의 정책 및 절차의 적절한 이행에 대한 궁극적인 감독의 책임은 SCD 이사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사회는 건의 절차에 대한 감독을 본부 학장에게 위임하며, 그 과정은 (i) 각 

교육기관,  (ii) 본부 학장실 (SCD 수준)의 지정된 사람들에 의해 수행됩니다. 두 단계 모두 학생 

고충처리 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은 과정의 진행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하고 학생옹호 담당자로 

임명된 변호자는 학생이 정당한 결과를 얻는 절차를 밟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임명된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받아 들일 수 없는 경우 학생은 대체 학생고충처리 책임자 또는 학생옹호 담당자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또한 면담시 친구나 가족이 동행하는 것을 선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교육기관이나 SCD 본부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건의사항은 SCD 에 의해서, 

내국인 학생의 경우 SCD 의 외부 학생 고충처리 책임자에게 회부되며 유학생의 경우 유학생 

옴부즈먼에게 직접 회부됩니다. 

 

학생은 고충처리 과정에서 아무에게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의사항의 접수를 원하거나 그 과정에 대하여 간단히 문의하고자 하는 학생은 통상적으로 소속 

교육기관에서 학생고충처리 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을 접촉해야 하지만 교장, 학장 (한국신학부) 

또는 SCD 본부 학장을 접촉할 수 있으며, 초기 도움의 요청을 위해서 다른 직원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