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sert name of recipient and address here (optional)] 
 
 
학부모/보호자 님께 
 
자녀의 전환기 교육 및 발달 설명서 
 
자녀의 긍정적인 학교생활의 시작을 돕기 위하여 전환기 교육 및 발달 설명서를 준비 중입니다. 

전환기 설명서란 자녀의 학습과 복지에 대한 정보를 다음의 여러 곳이  함께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 보호자 

• 저희 서비스 

• 자녀가 장래 진학하는 학교 

• 향후 자녀가 학교 시간 외 보육 서비스(OSHC)에 갈 경우, 해당 OSHC 
 
전환기 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자녀의 관심사, 기량, 능력  

• 자녀가 최고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그 정보는 학교가 자녀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호자께 드리는 부탁 말씀 
 
전환기 설명서에는 각각 자녀의 유아 교육 담당자, 보호자, 자녀가 작성해야 하는 여러 섹션이 

있습니다. 보호자는 섹션 3: 가족 부문을 작성하세요. 그런 다음, [섹션 2: 자녀 부문을 자녀가 다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성을 마친 후에는 [insert date here까지 저희 서비스로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협조가 의무적이지는 않으나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자녀의 prep 교사 (OSHC의 경우에는 

OSHC 교육 담당자)가 자녀를 더 잘 이해하고 자녀의 학습과 복지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절차 
 
자녀의 유아 교육 담당자가 전환기 설명서의 모든 부문을 종합한 후에 보호자께 그 사본을 보냅니다.  

자녀의 학교는 11월에 그 사본을 받게 됩니다. 가족 및 자녀의 부문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환기 설명서의 작성된 나머지 부분은 자녀의 학교와 해당될 경우 OSHC 서비스와 공유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보 공유가 아이들이 새 학교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전환기 설명서를 자녀의 학교와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보호자는 [insert date here]까지 

자녀의 유아 교육기관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 등록 
 



  

자녀가 내년에 입학할 학교에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하면 서둘러 등록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등록하면 학교가 자녀의 개별적 필요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생활 시작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교육 훈련부의 다음 웹사이트에서 제공합니다. 
https://www.education.vic.gov.au/parents/going-to-school/Pages/choose-enrol-
school.aspx.  
 
추가 정보 
 
귀하가 이 정보를 온라인으로 또는 글로 써서 제출하는지에 따라 관련 텍스트 유형을 선택하세요.  
 
[옵션 1 – 보호자를 온라인 웹사이트로 안내 – 사용하지 않는 옵션은 삭제해주세요. ] 

전환기 설명서 작성법과 긍정적인 학교생활 시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가족을 위한 정보 시트  

• 가족의, 전환기 교육 및 발달 설명서 작성을 위한 지침 

www.education.vic.gov.au/transitiontoschool을 참조하세요. 
 
[옵션 2 – 편지에 첨부 – 사용하지 않는 옵션은 삭제해주세요. ] 

전환기 설명서 작성법과 긍정적인 학교생활 시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참조하세요. 

• 가족을 위한 정보 시트  

• 가족의, 전환기 교육 및 발달 설명서 작성을 위한 지침 
 
자녀의 전환기 교육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insert name of early 
childhood educator]. 
 
 
안녕히 계세요. 
 
 
[Name of early childhood educator] 
[Day] [Month] [Year] 

https://www.education.vic.gov.au/parents/going-to-school/Pages/choose-enrol-school.aspx
https://www.education.vic.gov.au/parents/going-to-school/Pages/choose-enrol-school.aspx
http://www.education.vic.gov.au/transitionto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