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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퇴학 명령 권고 부모 통지서– 의무교육 학령의

학생들. Parent Name Address SUBURB
친애하는 (Parent Name)
(School name) 에 등록되어 있는 귀하 아이 (student name) 와 관련해서 퇴학 명령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권고를 학교 국장 (Director Schools), Mr/Ms (Director Schools’ name) 에게
보냈습니다.
이 권고는 다음의 사유로 내려졌습니다:
(List reasons for recommendation)
퇴학 명령이 결정되기 전에, 그에 대한 권고는 학교 교육법 1999 (School Education Act 1999)
의 92항의 규정에 따라 학칙자문위원회 (School Discipline Advisory Panel) 에서 심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학교 국장은 학칙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집행관 (executive officer) 을 임명할
것입니다.
귀하는 위원회에서 연설하고, 위원들이 던진 질문들에 답변을 하고, 귀하 또는 귀하의 아이가
생각하기에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문제를 제기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집행관이
귀하에게 위원회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위원회에 의하여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요인들을 규명할 것입니다.
집행관이 귀하와 귀하의 아이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간과 도움을
마련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귀하는 위원회 회의에 후원자와 함께 오기를
희망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 사람이 귀하를 대신해서 발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회의 후에, 위원회는 학교 국장을 통하여 교육감 (Director General) 에게 보고서를 올릴
것입니다. 교육감은 퇴학 명령의 본질과 추후의 교육적 선택들에 관하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귀하는 신속하게 교육감의 결정을 통보받을 것이며, 그 결정에 따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귀하가 그 결과에 대해 걱정을 한다면, 귀하는 교육훈련부 장관에게 탄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 절차가 완료된 후에 탄원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학칙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은 최대 10일 (수업일) 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날때까지,
귀하의 아이는 학교로부터 정학이 되며 이 기간 동안 교정에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정학 기간 동안에 교육적 지도가 제공될 것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
학교장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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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RECOMMENDATION FOR EXCLUSION ORDER
LETTER TO PARENT – STUDENTS OF COMPULSORY
SCHOOL AGE. Parent Name Address SUBURB
Dear (Parent Name)
A recommendation for an exclusion order has been made in relation to your child
(student name) who is a student at (school name). This recommendation has been
made to the Director Schools, Mr/Ms (Director Schools’ name).
The recommendation has been made for the following reasons:
(List reasons for recommendation)
Before an exclusion order is made the recommendation will be reviewed by a School
Discipline Advisory Panel as required by Section 92 of the School Education Act
1999. The Director Schools will convene the School Discipline Advisory Panel and
appoint an executive officer.
You will have an opportunity to address the panel, to respond to questions put by
panel members and to raise issues that you or your child believe are relevant. The
executive officer will provide you with information about the panel process and
identify any factors that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by the panel.
You will be contacted by the executive officer to arrange a suitable time and any
assistance so you and your child can attend the panel meeting. You may wish to
bring a support person with you to the panel meeting but this person will not be able
to speak on your behalf.
Following the meeting, the panel will provide a report to the Director General through
the Director Schools. The Director General will make a decision regarding the nature
of the exclusion order and further educational options.
You will be promptly advised of the Director General’s decision and provided with
assistance to comply with the decision. If you are concerned about the outcome you
will have the right to appeal to the Minister for Education and Training and will be
given information about how to do this after the process is complete.
The School Discipline Advisory Panel review process may take up to ten school
days. Pending completion of this process your child is suspended from school and is
not permitted on school grounds during that period. Educational instruction will be
provided during this period of suspension.
Please contact me if I can be of any assistance.
Principal
(date)

© Department of Education, Western Australia, 2010
Licensed for NEALS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