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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E 주내 학생 정보 전송에 대한 규약
소개
학교들은 주내 다른 사립 학교로부터 그 학교에 등록하는 학생과 관련된 정보의 전송을 위해서는 주내
학생 정보 전송 서식 (ISITF) 및 규약을 사용하도록 요구됩니다. (아래 “동의” 참조). 다른 주로부터
전학오는 학생의 경우는, 주간 학생 자료 전송 노트 (ISDTN) 및 규약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합니다.
(http://www.mceetya.edu.au/mceetya/ 참조).
목적
ISITF 의 목적은 사립에서 공립으로 주내에서 전학오는 학생의 정보가, 학교간에 시기적절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ISITF 는 새 학교가 그 학생의 이전 학교에서의 경험에 관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얻음으로써, 학생이
새로운 환경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돕고자 고안 되었습니다.
ISITF 는 기존의 학교 정보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새 학생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보다 포괄적인 평가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절차
학생이 입학을 신청한 또는 학생의 입학을 허락한 학교의 의무는 정보 요청을 그 학생의 이전 사립
학교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 사립 학교는 5 근무일 안으로 새 학교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됩니다.
정보 요청을 시작하기 위해서, 학교장 (또는 그 대리인) 은 반드시, 전에 사립 학교에 다녔던 새 학생의 등록
중에, 부(또는 모)/양육책임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그 학생에게 이전 학교의 이름을 제공하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아래 “동의” 참조).
학교장은 반드시 부(또는 모)/양육책임자 그리고/또는 학생에게, 그 이전 사립 학교가 새로운 공립 학교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아래 “동의” 참조). 이경우 동의가 주어지면, 동의서의
서명된 사본 한부가 반드시 이전의 학교에 ISITF 와 같이 보내져야 합니다. 이전 학교로부터의 추가 정보는
구두 보고 또는 학생 자료철, 성적이나 폴리오 (folio) 등의 문서 보고서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반드시 학생 정보 전송에 대한 동의가 주어지든 아니든, 학생 등록에 대한 전학기록을 완성하여
이전의 사립 또는 공립학교에 보내 그 학생의 등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ISITF 를 받으면, 새 학교의 교장 (대리인) 은 그의 전문가적 판단에서 적절할 경우, 학생의 배정을 돕기
위해 이전 학교가 지명한 연락 담당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후속 조치는 편지, 전자 또는 전화를 통해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편리한 가에 따라 시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전에 공립 학교를 다니다 온 것이면, 그 학생 서류철로부터의 관련 정보의 전송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Department of Education, Western Australia, 2010
Licensed for NEALS
Enrolment

1

Korean

ISITF 절차의 부분으로서, 이전 학교와 새 학교는 반드시 양측이 모두 정보 교환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ISITF 의 목표는, 새 학교를 위하여 그 학생에 관한 교육적으로 중요한 정보와 관련해서 ‘표시’ 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장의 전문가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학교들은 이전 학교가 ‘표시한’ 정보를 면밀히
조사하도록 강력히 권장됩니다.
이전 학교에서 새로운 학교로 전송되는 정보의 양, 본질, 형태는 관련 정보의 입수 가능성 및 새 학교에서
그 학생의 적응을 돕는 데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한 양측 학교장 (또는 대리인) 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어떤 정보가 보낼지를 고려할 때에,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환되는 정보는 반드시 관련 주 및 연방 법, 정책 및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일단 이전 학교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게 된 다음, 새 학교의 교장은 반드시 부(또는 모)/양육책임자 그리고
해당될 경우 그 학생에게 그들의 요청시에, 그 정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새 학교의 교장이 학생이 등록 절차를 마무리 하기에 충분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새 학교에
도착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새 학교는 반드시 이전 학교에 그 학생의 새 등록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여전히 전학 기록을 완성해야 합니다.
동의
공립 학교는 학생의 이전 사립 학교로부터 학생의 정보 자료를 넘겨받기 위해서 부모 그리고/또는 학생의
동의를 구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립 학교는 이전 공립 학교로부터 정보 전송을 위하여는 부(또는
모)/양육책임자로부터 동의를 구하도록 요구되지 않습니다.
사립 학교로부터 학생 정보 자료 요청을 받은 경우, 학생 정보가 그 새 학교로 전송되기 전에, 부(또는
모)/양육책임자 그리고 또는 학생의 서면 동의서 사본이 또한 그 공립 학교에 의하여 그 사립 학교로부터
요구됩니다.
새 학교가 정보를 이전의 사립 학교로부터 요청하기 전에, 부(또는 모)/양육책임자 그리고 해당될 경우 그
학생은 반드시 ISITF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공립 학교가 새 사립 학교로 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공립 학교는 반드시 눈으로 부(또는 모)/양육책임자
그리고/또는 학생의 서명된 동의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장 (또는 대리인) 은 반드시 서명된 동의서 사본을 이전 학교에 편지, 팩스 또는 전자형태 (스캐닝) 로
제공해야 합니다.
16 세가 되지 않은 초등학생 및 중등 학생의 경우에는, 부(또는 모)/양육책임자의 동의만으로 충분합니다.
16 세 또는 이상의 중등 학생의 경우에는, 양육책임자 및 학생 모두의 동의가 얻어져야 합니다. 구별된
학생 동의서가 있습니다.
만약 부(또는 모)/양육책임자 (또는, 필요할 경우, ‘책임있는 사람’ 으로서 그 학생) 가 서명한 동의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 (또는 대리인) 이 부(또는 모)/양육책임자 및 그 학생을 초대해서 그 학생의
이전 학교 생활 및 관심사에 관한 그들이 줄 수 있는 어떤 정보든지 제공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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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없는 정보의 전송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학생이 떠나는 학교의 교장은 그 학생 그리고/또는 공중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정 정보의 전송이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학교장은 그 관할지역의 사생활 보호 담당자 (Privacy Officer) 에게 연락하여 부(또는
모)/양육책임자 또는 학생의 동의가 없는 정보 전송에 관한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정보의 전송이든지 그 학생의 새 학교로부터 요청후에 5 근무일 이내로 완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무

새 학교

전 학교

새 학교는 얻어진 정보의 보안 유지와 승인없는

이전 학교는 전송하는 정보의 정확성, 현제성 및

정보의 누설을 막는 책임이 있습니다.

적절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완성된 ISITF 를 받으면, 새 학교의 교장 (또는

이전 학교는 새 학교로부터의 정보 요청에 대해,

대리인) 은 신속하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부(또는 모)/양육책임자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학생)

추가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가 동의를 했을 경우, 5 근무일 안으로 답장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새 학교의 교장 (또는 대리인) 은 반드시 그
학생의 등록을 이전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부모는 학생의 이전 학교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에 대해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들은 학생의 등록과 학생들에 관련된 주변 자료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양측 학교들은 서명된 ISITF 동의서의 사본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약에 더해서, 학교는 반드시 기록 관련 법 및 정책들, 개인정보 및 아동 보호 정책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요건들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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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교가 얻어진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
새 학교의 책임은 그 학생의 이전 학교 생활의 경험, 관심사 및 필요한 지원에 관해 얻어진 정보를 학생의
배정과 지도 과정에 도움이 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정보는 승인되지 않은 공개로부터 안전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는 반면에, 새 학교의 학교장 (또는
대리인) 은 그 정보가 신속하게 교사들과 학교의 다른 전문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새 학생이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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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주내 학생 정보 전송 양식 (ISITF)

표시 하십시오:

등록중인 학생 

등록 신청중인 학생 

서명된 동의서 사본을 보낸 방법: 이메일  팩스  전자 

SECTION 1 새 공립 학교가 완성 (등록시 또는 등록 신청시)
1. 학생 정보
a) 학생 이름:

b) 전에 쓰던 또는 다른 이름 (해당될 경우)
c) 불려지기 원하는 이름:

d) 생년 월일
e) 호주 시민권자

예  아니오  아닐 경우, 비자 종류, 알고 있으면

2. 새 공립 학교 정보

a) 새 학교의 이름
b) 연락처: 주소

연락자 이름:
전화/팩스 번호
역할/직책
c) 이메일 주소

3. 이전 학교 정보

a) 이전 학교의 이름
b) 주소

SECTION 2 이전 사립 학교가 완성 (5 근무일 이내로)

a) 교장/대리인의 이름

b) 전화/팩스 번호
c) 이메일 주소
d) 이 학생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연락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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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전화 번호
f) 이메일

학생
a) 등록 일자
b) 그만둔 일자
c) 그만둘 때의 학년/수준
d) 이전에 다닌 3 개의 학교 (안다면)

e) 이전 학교들을 그만둔 이유
(안다면)

2. 출석률

출석률 우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3. 질병 간호 필요
질병 간호 필요
4. 관심/재능 분야
관심/재능 분야를 설명하시오
(짧은 설명)

5. 지원 요구 (표시 하십시오)

a) 어떤 종류든 서류화된 계획 1

예

 아니오  이 정보를 제공/전송할 수 없음

b) 질병 간호 승인

예

 아니오  이 정보를 제공/전송할 수 없음

c) 보유한 진로 지도 서류철

예

 아니오  이 정보를 제공/전송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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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보유한 학교 상담가/심리학자 서류철*

예

 아니오  이 정보를 제공/전송할 수 없음

e) 그외 학습 지원

예

 아니오  이 정보를 제공/전송할 수 없음

f) 속성 과정

예

 아니오  이 정보를 제공/전송할 수 없음

g) 적응 과정

예

 아니오  이 정보를 제공/전송할 수 없음

예

 아니오  이 정보를 제공/전송할 수 없음

(구체적으로 기술. 예, ESL…)

h) 어린 간호인 역할

3

6. 특정 학습 영역에서의 발전 (지난 12 개월 동안)

a) 읽고쓰기/영어

 수준 이하

 적정 수준

 수준 이상

b) 산술능력/수학

 수준 이하

 적정 수준

 수준 이상

c) 다른 학습 영역 (구체적으로 기술)

 수준 이하

 적정 수준

 수준 이상

가장 최근 학생 성적표 유무

 수준 이하

 적정 수준

 수준 이상

 수준 이하

 적정 수준

 수준 이상

 수준 이하

 적정 수준

 수준 이상

 수준 이하

 적정 수준

 수준 이상

 수준 이하

 적정 수준

 수준 이상

 수준 이하

 적정 수준

 수준 이상

예

 아니오

7. 학생 지도 및 품행 관리

a) 학교 징계에 의한 결석 (학내/외)

 예

 아니오

지난 12 개월 동안*
b) 개별 품행 관리 계획

예

 아니오

* 이것은 정학, 퇴학, 제적, 격리 또는 자퇴 등을 의미합니다.

1 서류화된

계획은 개별 학생 또는 소그룹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제공을 서술한 광범위한 종류의 서류에 대해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Guidelines for Implementing Documented Plans in Public Schools 을 참조하십시오. 서류화된 계획은 개인 또는 그룹 교육
계획 (IEP), 개별 품행 관리 계획, 개별 출석률 계획, 위험 관리 계획 또는 사회적 역량 계획 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 간호 승인은
서류화된 계획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적응 과정은 학교 안에서 제공되는 정상적인 교육 과정과 분리되어 (대안적인) 학생이 참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학교

기반의 교육과정의 일부를 구성할 수도 있고 또는 교정 밖에서 또는 풀타임 과정으로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3

어린 간호인이란 장애를 가진, 노약한 또는 만성 정신 또는 신체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 구성원 또는 친구의 간호 및 부양 책임을 가진

어린이 또는 젊은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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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부 (또는 모)/양육책임자의 동의서 – 이전 학교로부터의 학생 정보의 전송 동의

나



do 는(은) 나의 아이(들)에 대한 정보의 전송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름:)
*

정보를 보내는 아이(들)의 이전 학교
(학교 이름 및 주소)

정보를 받는 아이(들) 새 학교

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새 학교의 교장 (또는 대리인) 은 내 아이의 이전 학교로부터 구두 그리고/또는 서면으로 정보를 요청 그리고/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학생 정보 전송 양식에 기재된 모든 세부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의 새 학교가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는 오직 학생 정보 전송 양식에서 표시된 영역에 대한 정보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아이의 새 학교의 교장 (또는 대리인) 은 내 아이의 이전 학교의 교장 (또는 대리인) 에게 구두 그리고/또는 서면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아이의 이전 학교로부터 받은 그 정보의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아이의 새 학교가 나에 대한 개인 정보를 오용, 손실 그리고 승인되지 않은 이용, 변조 또는 폭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 (또는 모)/양육책임자의 서명

날짜

‘새 학교’ 는 그 학생이 등록되어 있는 학교 또는 그 학생이 입학을 신청하고 있는 학교로서 정의됩니다. 동의 절차는, 정보가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등록 신청 시점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 만약 학생의 나이가 16 세 또는 그보다 많을 경우, 학생 동의서가 또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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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학생 동의서 – 이전 학교로부터의 학생 정보의 전송 동의 (16 세 또는 이상 나이의 학생을 위한)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는(은) 생년월일 ___/___. /_______
나에 대한 정보의 전송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전 학교로부터 (학교 이름 및 주소)

나의 새 학교로 (학교 이름 및 주소)

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새 학교의 교장 (또는 대리인) 은 나의 이전 학교로부터 구두 그리고/또는 서면으로 정보를 요청
그리고/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학생 정보 전송 양식에 기재된 모든 세부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새 학교가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새 학교의 교장 (또는 대리인) 은 나의 이전 학교의 교장 (또는 대리인) 에게 구두 그리고/또는 서면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는 나의 이전 학교로부터 받은 그 정보의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새

학교가

나에

대한

개인

정보를

오용,

손실

그리고

승인되지

않은

폭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의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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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변조

또는

APPENDIX E INTRASTATE STUDENT INFORMATION TRANSFER PROTOCOLS
Introduction
Schools are required to use the Intrastate Student Information Transfer Form (ISITF)
and Protocols to transfer information regarding a student who is enrolling in the school
from another private school within the state (see “Consent” below). For students
transferring from interstate the Interstate Student Data Transfer Note (ISDTN) and
Protocols must be used (see http://www.mceetya.edu.au/mceetya/).
Purpose
The purpose of the ISITF is to facilitate the timely transmission between schools of
information about students who move within the state from private to public schools.
The ISITF is designed to contribute to the student’s positive adjustment to the new
environment by enabling the new school to access timely information about a
student’s prior school experience.
The ISITF should be used in conjunction with existing school information systems. It
is not a substitute for a more comprehensive assessment procedure necessary to
ensure that all of the new student’s needs are met.
Procedure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chool, at which the student is seeking or has been
accepted for enrolment, to initiate the request for information from the student’s
previous private school. The previous private school is encouraged to provide
information to the new school within five working days.
To initiate the request for information, the principal (or his/her delegate) must, at the
time of enrolment of a new student from a previous private school ask the
parent/responsible person, and where applicable the student, to provide the name of
the student’s previous school (see “Consent” below).
The principal must seek the parent/responsible person and/or student consent (see
“Consent” below) for that previous private school to transfer information to the new
public school. If consent is given in this case, a signed copy of the consent form must
be sent to the previous school with the ISITF. Further information from the previous
school may take the form of a verbal report or written records such as student files,
reports or folios.
The principal must on enrolment of the student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consent is
given to transfer student information, complete a transfer record and send it to the
previous private or public school informing the school of the student’s enrolment.
Upon receiving the ISITF, the principal (or delegate) of the new school may decide to
seek further information from the contact person nominated by the previous school,
where this is appropriate in the professional judgment of the principal, to assist with
the placement of the student.
Follow up action can be by mail, electronically or telephone depending on what is
most expedient in the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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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student was from a public school previously, then the transfer of the relevant
information from the student file should be arranged.
The previous and new schools must both keep a record of information exchanged as
part of the ISITF process.
The aim of the ISITF, is to provide ‘flags’ for the new school regarding educationally
significant information about the student. Therefore, notwithstanding the professional
judgment of the principal, schools are strongly encouraged to follow up ‘flagged’
information with the previous schools.
The quantity, nature and form of the information transferred by the previous school to
the new school will be determined by the availability of the relevant information and
the professional judgment of both principals (or delegates) as to what is necessary to
facilitate the student’s adjustment in the new school. When considering what
information should be sent, the safety of students and staff is paramount.
The information exchanged must be managed in accordance with relevant state and
Commonwealth legislation, policy and procedures.
Once information has been obtained from the previous school, the principal of the new
school must give the parent/responsible person and, where appropriate, the student
the opportunity to discuss the information when requested.
On some occasions the principal of the new school may decide that the student has
arrived at the new school with sufficient information for the enrolment process to be
completed. In these cases, the new school must still complete a transfer record to
advise the previous school of the student’s new enrolment.
Consent
Public schools are required to gain parent and/or student consent to receive student
information data from the student’s previous private school. Public schools are not
required to seek consent from the parent/responsible person to transfer information
from a previous public school.
Where a request for student information data is received from a private school, a copy
of written consent of the parent/responsible person and/or student is also required
from that private school by the public school before any student information is
transferred to the new school.
Before the new school requests information from the previous private school, the
parent/responsible person and the student, where appropriate, must sign the form
consent form of the ISITF.
Before a public school transfers information to a new private school the public school
must sight the signed consent of the parent/responsible person and/or the student.
The principal (or delegate) must provide the copy of the signed consent to the
previous school either by mail, fax or electronically (scanned).
In the case of primary school children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less than 16
years of age, the consent of the parent/responsible person is 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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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16 year of age or older, the consent of both
the responsible person and the student should be obtained. There is a separate form
for student consent.
If the parent/responsible person (or, where required, the student as the ‘responsible
person’) does not provide signed consent, it is good practice for the principal (or
delegate) to invite the parent/responsible person and student to provide whatever
information they can about the student’s prior schooling experience and interests.
Transfer of Information without Consent
In certain situations the principal of the school that the student is leaving may have
reasonable concerns that transfer of some information is needed to prevent a serious
risk to the student and/or public health and safety. In these cases the principal should
contact the Privacy Officer in their jurisdiction for advice about the transfer of
information without parent/responsible person or student consent. As in all other
cases, it is important that any transfer of information is completed within five working
days following a request from the student’s new school.
Accountabilities

New School

Previous School

The new school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e safe-keeping of the
information obtained and preventing
unauthorized disclosures.

The previous school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e accuracy, currency and
appropriateness of the information
transferred.

Upon receipt of the completed ISITF,
the principal (or delegate) of the new
school promptly requests any additional
information that he/she deems
necessary.

The previous school is responsible for
responding within five working days to
requests for information from the new
school where parent/responsible person
(and student where appropriate) has
given consent.

The principal (or delegate) of the new
school must inform the previous school
of the student’s enrolment.
Parents can request to see all information received from a student’s previous
school.
Principals are accountable for the enrolment of students and maintaining accurate
and effective environment data about students.
Both schools retain a copy of the signed ISITF consent.
In addition to these protocols, schools must ensure compliance with other
requirem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egislation and policies concerning
record management, privacy and child protec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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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he New School should use the Information Obtained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new school to ensure that the information obtained about
the student’s previous schooling experience, interests and support needs is used to
support placement and pastoral care processes.
Whilst the information needs to be safeguarded from unauthorized disclosure, it is
important that the principal (or delegate) of the new school makes the information
promptly available to teachers and other professional staff at the school as is
necessary to facilitate the early adjustment of the new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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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INTRASTATE STUDENT INFORMATION TRANSFER FORM (ISITF)

Please Indicate:

Student Enrolling



Copy of signed consent form sent via: Email

Student Applying for enrolment





Fax  Electronic 

SECTION 1 TO BE COMPLETED BY NEW PUBLIC SCHOOL (On enrolment or application
for enrolment)
1. Student Information

a) Student Name:
b) Previous OR other names (if applicable)
c) Preferred first name:
,,,/…………………../

d) Date of birth
e) Australian citizen

Yes



No

 If no, Visa category if known

2. New Public School Information
a) Name of new school

b) Contact details: Address
Suburb

State

Postcode

Suburb

State

Postcode

Contact Name:
Phone/Fax numbers
Role/position
c) Email address

3. Previous Schooling Information

a) Name of previous school
b) Address

SECTION 2 TO BE COMPLETED BY PREVIOUS PRIVATE SCHOOL (within 5 working days)

a) Name of Principal/Delegate
b) Phone/fax numbers
c) Email address
d) Person to contact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is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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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Phone number
f) Email

Student
a) Enrolment date
b) Departure date
c) Grade/Level at departure date
d) Previous three schools (if known)

e) Reason for leaving previous schools
(if known)

2. Attendance

Attendance concerns



Yes





Yes



No

3. Health Care Needs
Health Care Needs

No

4. Area of Interest/Talent
Indicate areas of interest/talent
(brief description)

5. Support Needs (please tick)

a) Documented plan1 of any kind
information
b) Health Care Authorisation2
information
c) Career Guidance file held
this information

 Yes
 Yes

 No  Cannot transfer/provide this
 No  Cannot transfer/provide this

 Yes

 No  Cannot transfer/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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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d) School counsellor/psychologist file held*
this information
e) Other learning support

 No  Cannot transfer/provide

 Yes

 No  Cannot transfer/provide this

 Yes

 No  Cannot transfer/provide this

information
(specify e.g. ESL…)
f) Accelerated program

information
g) Adjusted program
this information
h) Young Carers Role3

 Yes
 Yes

 No  Cannot transfer/provide

 No  Cannot transfer/provide this

information
6. Progress in specific learning areas (over the last 12 months)
a) Literacy/English
b) Numeracy/Maths
c) Other learning areas (please specify)

Latest Student report available

 Below Level
 Below Level
 Below Level

 At Level
 At Level
 At Level

 Above Level
 Above Level
 Above Level

 Below Level
 Below Level
 Below Level
 Below Level
 Below Level
 Below Level

 At Level
 At Level
 At Level
 At Level
 At Level
 At Level

 Above Level
 Above Level
 Above Level
 Above Level
 Above Level
 Above Level

 Yes

 No

7. Pastoral care and behaviour management
a) School disciplinary absences (in/out of school)
in the last 12 months*
b) Individual behaviour management plan



Yes

 Yes

 No
 No

* This refers to such action as suspension, exclusion, expulsion, isolation or withdrawal.

1

A documented plan is an umbrella term used for a range of documents that describe educational provisions for
individual students or small groups of students. See Guidelines for Implementing Documented Plans in Public Schools.
A documented plan may refer to such as an Individual or Group Education Plan (IEP), Individual Behaviour
Management Plan, Individual Attendance Plan, Risk Management Plan or Social Competency Plan. A Health Care
Authorisation is not considered to be a documented plan.
2

An adjusted program refers to a program in which the student participates in separately (alternative) to the normal
education program provided within the school. It may constitute part of a school based curriculum or it may be
conducted off site or as a full time program,
3

Young carers are children and young people who have caring and support responsibilities for a family member or
friend who has a disability, is frail aged, or has chronic mental or physical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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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PARENT/ RESPONSIBLE PERSON CONSENT FORM– CONSENT TO TRANSFER
STUDENT INFORMATION FROM PREVIOUS SCHOOL

I

do

give 

do not give



consent for information about my child/children (name/s:)
*

D.O.B*

/

/

D.O.B*

/

/

D.O.B*

/

/

to be transferred from his/her previous school
(name and address)

to his/her new school

I understand that:
 The principal (or delegate) of my child’s new school may request and/or receive information from
my child’s previous school verbally and/or in writing.


It may include all details contained on the Student Information Transfer Form.



Additional information may be required by my child’s new school. This information will only relate to
information on the flagged field on the Student Information Transfer Form.



The principal (or delegate) of my child’s new school may contact the principal (or delegate) of my
child’s previous school both verbally and/or in writing.



I can request to see the information that is received from my child’s previous school.

I understand that my child’s new school will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from misuse and loss, and from unauthorized access, modification or disclosure.

/

/

Date

Signature of parent/responsible person

‘New School’ is defined as either the school at which the student is enrolled OR the school at which the student is
seeking enrolment. The consent process should be initiated at the point of application for enrolment so that information
is received before the enrolment process is finalised.

* If the student is aged 16 years of age or older, student consent should also be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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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STUDENT CONSENT FORM– CONSENT TO TRANSFER STUDENT INFORMATION
FROM PREVIOUS SCHOOL (FOR STUDENTS WHO ARE 16 YEARS OF AGE OR
OLDER)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of birth ___/___. /_______

give  / do not give  consent for information about me to be transferred from my
previous school (name and address)

to my new school (name and address)

I understand that:
 The principal (or delegate) of my new school may request and/or receive information from
my previous school verbally and/or in writing.


It may include all details contained on the Student Information Transfer Form.



Additional information may be required by my new school.



The principal (or delegate) of my new school may contact the principal (or delegate) of my
previous school both verbally and/or in writing.



I can request to see the information that is received from my previous school.

I understand that my new school will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from misuse and loss, and from unauthorized access, modification or
disclosure.
/

Signature of student

/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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