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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 입학 결정에 대한 탄원
전반적인 정보
탄원은 반드시 (첨부된) 관련 양식을 이용 거주지의 지역 교육청 (District Education Office) 에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입학신청과 관련한 학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그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있는 지역 교육청에 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교육청은 그 학교에서 입학 결정을 처리한
과정에서 교육부의 정책과 지침을 준수했나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귀하는 비공식적으로 귀하의 불평을 논의하기 위하여 그 학교의 교장이나, 지역 교육청의
지역 운영 (District Operations) 책임자와 연락하길 권장합니다.
귀하는 지역 교육청에 탄원서를 접수시키기 전에, 지원한 학교의 입학 처리과정에 대하여 잘
알아 보시라고 귀하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입학 지원자수가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의 수를 초과할
때 입학 결정의 처리는 거주지 우선 입학 학교 (local-intake schools) 와 아닌 학교 (non-localintake schools) 에서 다릅니다.
교육청의 학교 국장 (Director Schools) 이 가급적 빨리 귀하에게 탄원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입니다.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
먼저 귀하는 입학 신청 결과에 관한 정식 통지를 학교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귀하는 탄원서에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 통지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귀하는 또한 탄원서에 주소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귀하 이름과 평상시 거주지를 보여주는 공과금 고지서 (전기, 수도
또는 전화) 가 될 것입니다.
탄원서는 학교가 보낸 관련 통지서나 주소 증명이 없으면 받지 않을 것입니다.
거주지 우선 입학 학교일 경우
그 학교의 입학 거주지역 (local-intake area) 안에 살고 있는 적격한 아이는 취학 의무 연령인, 1
– 12 학년으로의 입학이 보장됩니다. 심각하고 복잡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만약 필요한 교습 및 학습 수단들이 등록 당시에 즉시 구비되지 않으면,
부모/양육책임자와 학생이 등교를 시작하는 날에 대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 만약 학교가 입학 거주지역 밖에 사는 아이들에 대한 수용 능력이 남아 있으면, 다음의
선발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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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위

2 순위

3 순위
학교에서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아이

그 학교의 승인된 특수 과정

그 학교에 형제 자매가 그 해당 연도에

(specialist program) 에 입학

또한 등록되어 있는 아이, 하지만 입학

신청을 하고 선발 기준에 부합하는

거주지역 밖으로 부터 특수 과정에

아이

등록한 형제 자매는 아님.
⇓
만약 신청자 수가 남은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할 경우, 가장 가까이 거주하는
아이가 우선함

학교들은 교육감 (Director General) 으로부터 학기 중에 학교의 입학 거주지역으로 이사올 수
있는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자리를 남겨 두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다시말하면, 입학 거주지역 밖으로부터의 모든 신청은, 이로인해 학교 정원이 다 채워져서
학교가 그 해에 추가로 입학 거주지역 신청자를 수용해야 할 경우가 생길 때, 수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허락되어서는 안됩니다.
거주지 우선 입학 학교가 아닐 경우
만약 신청자 수가 남아있는 수용 인원 보다 많을 경우, 학교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어린이가
우선합니다. 아이를 특수 과정에 입학을 신청하는 부모 및 아이의 형제 자매가 이미 그 학교에
다니고 있어도 학교에 가장 가까이 사는 아이들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대한 근접성이
거주지 우선 입학 학교가 아닌 학교에서 사용되어지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만약 귀하가 입학 신청을 한 학교가 거주지 우선 입학 학교인지 아닌지를 잘 모를 경우, 귀하는
그 학교의 교장이나 지역 교육청의 지역 운영 책임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지침
승인된 특수 과정은 Special Secondary Placement Programs (SSPP), Education Support Units (ESU),
Intensive English Centre (IEC) programs 그리고 교습 및 학습 실행국장 (Executive Director) 이 특수 과정
승인 절차 (Specialist Program Approval 2003) 에 따라 승인한 과정들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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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결정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탄원

C.1

입학 결정에 대한 탄원
1.

개인 인적사항

(아래 모든 항목에 정자로 기재 하십시오)

부(또는 모)/양육책임자의 성

이름

호칭 (Mr/Mrs/Ms)

거주 집주소 (반드시 기재)

우편번호

우편 주소 (거주 집주소와 다른 경우)

우편번호

전화번호 – 집

직장 (편할 경우)

입학 신청을 한 아이의 이름:

휴대폰 번호

해당 연도에 귀하의 아이가 들어가야 될 학년 (예,
8 학년)

아이가 입학을 신청한 학교의 이름:

2.

이 부분을 기재 하십시오

표시 하십시오 (√)

귀하는 아이를 그 학교의 특수 과정 (specialist program) 에 입학을 신청하고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다른 형제나 자매가 그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저는 이 탄원서에 기재한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선언합니다.

날짜

부 (또는 모)/양육책임자의 서명

귀하가 지역 교육청 (District Education Office) 에 이 탄원서를 제출할 때,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와 주소 증거를 첨부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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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입학 결정에 대한 학교의 탄원
서호주

OFFICE USE ONLY

공립 학교

Date received:

**적절한 지역 교육청 (district education office) 에 제출해

___

입학 결정에 대한 탄원 (학교용)
1. 학생 개인 인적사항

(아래 모든 내용을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학생이 입학 신청을 한 학교의 이름:

귀학교는 거주지 우선 입학 학교입니까?

입학 신청을 한 학생의 이름:

2001 년도 학생의 학년 (예, 8 학년)

부(또는 모)/양육책임자의 성

이름

Mr/Mrs/Ms

거주집 주소

2.

우편번호

귀교가 거주지 우선 입학 학교일 경우 완성하십시오

표시 하십시오 (√)

학생이 학교의 입학 거주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예

귀교에 적절한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까?

아니오

예

아니오

아래 질문들은 학생이 학교의 입학 거주 지역에 살지 않을 경우에만, 오직 완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 그 학생 학년에서 교실 수용에 자리가 있었습니까?

예

학생이 학교 특수 과정 (specialist program) 에 입학 신청을 했습니까?
학교에 다니는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까?

아니오

예
예

아니오
아니오

다른 모든 입학 허가자들은 이 학생보다 학교에 더 가까이 살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이 학생은 학교로부터 얼마나 멀리 삽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귀교가 거주지 우선 입학 학교가 아닐 경우, 완성하십시오

표시 하십시오 (√)

학교에 그 학생 학년에서 교실 수용에 자리가 있었습니까?

예

귀교에 적절한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까?

아니오

예

다른 모든 입학 허가자들은 이 학생보다 학교에 더 가까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오
예

아니오

이 학생은 학교로부터 얼마나 멀리 삽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는 이 탄원서에 기재한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선언합니다.

날짜

학교장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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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 APPEAL TO ENROLMENT DECISION
General Information
Appeals must be submitted on the relevant form (attached) and given to the local
District Education Office.
Should you disagree with a school’s decision regarding your Application for
Enrolment, you can appeal to the district education office in the district in which the
school is located. The District Education Office will then assess whether the process
for managing the enrolment decision at the school complied with departmental policies
and guidelines. Prior to submitting this appeal, however, it is recommended that you
contact the principal of the school or the Manager, District Operations at the District
Education Office to discuss your grievance informally.
You are requested to familiarise yourself with the enrolment process at the school you
applied for before lodging your appeal with the District Education Office. The
processes for managing enrolment decisions when the number of applications
exceeds the number of places available are different for local-intake schools and nonlocal-intake schools.
The Director Schools at the District Education Office will advise you in writing of the
outcome of your appeal as soon as possible.
When to submit your appeal
You will first receive a formal notification from the school regarding your application for
enrolment. You will need the notification to attach to the appeal form. You are also
required to attach proof of address to the form. An example of this would be a utilities
account (electricity, water or telephone), showing your name and usual place of
residence.
Appeal forms will not be accepted without the relevant letter from the school or proof
of address.
Schools declared to be local-intake schools
An eligible child whose place of residence is in the local-intake area for that school is
guaranteed enrolment in the compulsory years of schooling, Years 1-12. For a
student with a disability who has significant and complex support needs the principal
will negotiate with the parent/responsible person the day on which the student will
begin attending if the necessary teaching and learning adjustments are not
immediately available at the time of enrolment.
If the school then has further capacity to accommodate children from outside the localintake area, the following selection criteria are to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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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riority
Child applying to enrol in an
approved specialist program
at the school and who meets
the selection criteria

Second Priority
Child who has siblings also
enrolled at the school in the year in
question, but not those siblings
enrolled in specialist programs from
outside the local-intake area
⇓
If the number of applications here
is greater than the places available,
then those children who live
nearest get priority

Third Priority
Child who lives nearest to the
school

Schools have been advised by the Director General that sufficient places are to be set
aside to accommodate children who may move into the local-intake area during the
year. In other words, all applications from outside the local-intake area were not to be
accepted if this resulted in the school being accommodated to capacity, and would
place pressure on the accommodation if the school was to have additional local-intake
enrolments during the year.
Schools other than local-intake schools
If the number of applications exceeds the number of places available, the child living
nearest to the school will be given priority. Parents applying to enrol their children in
specialist programs and siblings of children already enrolled at the school do not have
priority over those children living nearest the school. Proximity to the school is the
only criterion to be used in non-local-intake schools.
If you are unsure whether the school you applied for was a local-intake school or a
non-local-intake school, you should contact either the principal of the school or the
Manager, District Operations at the District Education Office.
Guidelines
An approved specialist program refers to Special Secondary Placement Programs (SSPP),
Education Support Units (ESU), Intensive English Centre (IEC) programs and those approved
by the Executive Director, Teaching and Learning, through the Special Program Approval
process, Specialist Program Approv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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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APPEAL TO ENROLMENT DECISION FOR STUDENTS/PARENTS

APPEAL TO ENROLMENT DECISION
1. PERSONAL DETAILS (PLEASE PRINT ALL DETAILS BELOW)
Surname of parent/responsible
Given names

Mr/Mrs/Ms

person

Residential Address (must be completed)

Postcode

Postal Address (if different from residential address)

Postcode

Telephone – Home

Mobile Phone No

Work (if convenient)

Name of child you applied to enrol:

Year level your child would be in for year
in question (e.g. Year 8)

Name of school you applied to enrol your child at:

3.

COMPLETE THIS SECTION

Please indicate (√)

Were you applying to enrol your child in a specialist program at the school?
YES

NO

Are there any brothers or sisters attending the school?
YES

NO

I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on this form is true.
Signature of parent/responsible person

Date

Please attach your letter from the school and proof of address to this form when you
submit it to District Educatio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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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APPEAL TO ENROLMENT DECISION FOR SCHOOLS
WESTERN AUSTRALIAN
PUBLIC SCHOOL

OFFICE USE ONLY
Date received:

___

**Please submit to the appropriate district education office.

APPEAL TO ENROLMENT DECISION (FOR SCHOOLS)
1. STUDENTS PERSONAL DETAILS (PLEASE PRINT ALL DETAILS BELOW)
Name of the school the student applied to enrol at:
Is your school a local-intake school?

Name of student who applied to enrol:

Surname of parent/responsible person

Year level of the student for 2001 (e.g. Year 8)

Given names

Mr/Mrs/Ms

Residential Address

Postcode

4. COMPLETE THIS SECTION IF YOU ARE A LOCAL-INTAKE SCHOOL

Please indicate (√)

Does the student live in the local-intake area for the school?

YES

NO

Was there an appropriate educational program at the school?

YES

NO

These questions need only be completed if the student does not live in the local-intake area for the
school:
Did the school have classroom accommodation available in the year level of the student?

YES

NO

Did the student apply to enrol in a specialist program at the school?

YES

NO

Are there any brothers or sisters attending the school?

YES

NO

Do all other offers of enrolment live closer to the school than this applicant?

YES

NO

How far does the student live from the schoo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COMPLETE THIS SECTION IF YOU ARE A NON LOCAL-INTAKE SCHOOL

Please indicate (√)

Did the school have classroom accommodation available in the year level of the student?

YES

NO

Was there an appropriate educational program at the school?

YES

NO

Do all other offers of enrolment live closer to the school than this applicant?

YES

NO

How far does the student live from the schoo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on this form is true.
SIGNATURE OF PRINCIPAL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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