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PPENDIX C 학생 퇴학 명령서 – 의무교육 학령이 지난 학생
Korean(한국어)

Student Name Address SUBURB
친애하는 Student Name

우리의 최근 논의에 따라, 저는 한번 더 모든 관련 정보들을 검토하였고 귀하의 본교
출석으로부터의 퇴학에 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귀하가 아래 사유들로 인하여 퇴학될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List reasons
귀하는 교육을 마치기 위하여 다른 학교에 입학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의 학교들 또는
과정들이 귀하에게 적절한 대안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List options available
귀하가 다른 학교로의 입학과 관련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면, staff name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귀하는 학교 교육법 1999 (School Education Act 1999) 제 95항에 의거하여 학교 국장
(Director Schools) 에게 퇴학 결정에 대한 재심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은
반드시 이 편지를 수령한 후 7일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하가 퇴학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 국장은 학칙자문위원회 (School
Discipline Advisory Panel) 를 설치해서 퇴학 결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적절한 절차들이
지켜졌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그 문제를 검토해서 귀하의 퇴학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학교 국장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이 재심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귀하는 학교로부터
퇴학 상태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알맞은 시간을 정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귀하는 위원회에서 연설하고, 위원들이 던진 질문들에 답하고 귀하가 생각하기에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문제를 제기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귀하는 신속하게 학교 국장의 결정을
통보받을 것입니다.
귀하가 의문이 있는 경우 또는 제가 귀하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학교장
(date)
참조 Mr/Ms (Insert name), Director Schools, (Name) District Educatio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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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 EXCLUSION ORDER LETTER TO STUDENT –
STUDENTS BEYOND COMPULSORY SCHOOL AGE Student
Name Address SUBURB
Dear Student Name
Following our recent discussions I have reconsidered all relevant information and
have made a decision regarding your exclusion from attendance at this school. I am
informing you that you are to be excluded from this school for the following reasons:
List reasons
You have the right to enrol at another school in order to complete your education.
The following schools or programs may provide you with a suitable alternative:
List options available
If you need any assistance with enrolment at another school please contact staff
name.
You may apply, in writing, to the Director Schools for a review of this decision under
Section 95 of the School Education Act 1999. The application for review must be
made within seven days of your receipt of this letter.
If you request a review of the decision, the Director Schools will establish a School
Discipline Advisory Panel to determine whether fair and proper procedures were
followed dur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The panel will consider the matter and
report to the Director Schools who will make the final decision regarding your
exclusion. You will remain excluded from this school until this review process is
completed.
You will be contacted to arrange a suitable time for you to attend the panel. You will
have an opportunity to address the panel, to respond to questions put by panel
members and to raise issues that you believe are relevant. You will be notified
promptly of the Director Schools’ decision.
Please contact me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if I can provide you with assistance.
Principal
(date)
Cc Mr/Ms (Insert name), Director Schools, (Name) District Educatio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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