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기: 긍정적인 

학교생활의 시작 

가족의, 전환기 교육 및 발달 설명서 

작성을 위한 지침 

긍정적인 학교생활의 시작이 왜 중요할까요? 

긍정적인 학교생활 시작은 자녀를 위한 더 나은 학습과 

복지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자녀의 학습과 발달에 생길 수 있는 지장을 예방해 

줍니다.  

 자녀가 안정감과 자신감, 소속감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복원력을 북돋아 줍니다. 

전환기 교육 및 발달 설명서는 무엇입니까? 

전환기 교육 및 발달 설명서(전환기 설명서라고도 함)는 

유아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교로 이동하는 모든 아동을 위해 

작성됩니다. 전환기 설명서를 통해 서비스 기관과 학교, 

가정 간에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전환기 설명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사진 

 보호자의 이름과 연락처 

 유아 교육 기관 및 자녀를 돌보는 모든 유아 교육 

전문가의 이름과 연락처  

 자녀의 관심사와 기량, 능력에 대한 정보  

 자녀의 학습 지원을 위한 교육적 전략 

이 정보는 자녀의 prep 담당 교사의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습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전환기 

설명서는 자녀가 학교생활을 시작할 때 보호자가 자녀의 

학습 내용을 이해, 지원,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 시간 외 보육 프로그램(OSHC)에 가는 

경우에는 해당 OSHC에도 전환기 설명서 사본이 

제공됩니다. 

자녀의 전환기 설명서는 다음 사항에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흥미에 맞춰 계획 세우기  

 자녀의 유아기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교로의 

순조로운 전환. 

전환기 설명서를 통해 보호자의 의견 반영 

보호자는 전환기 설명서에 의견을 기재함으로써 자녀가 

학교생활을 긍정적으로 출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전환기 설명서는 다양한 사람이 기재하도록 섹션이 나뉘어 

있습니다. 

섹션 1, 1.1: 자녀의 유아 교육 담당자가 작성합니다. 

섹션 1.2: 자녀에게 발달 지연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자녀의 

유아 교육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돌보는 다른 유아 프로그램 전문가들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섹션 2 아동: 보호자나 유아 교육자와 같은 가까운 어른의 

도움을 받아 자녀가 작성합니다. 

섹션 3 가족: 보호자가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아래에 대한 

보호자의 견해를 묻는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관심 사항  

 학교 생활을 하는 자녀에 대한 보호자의 희망과 

바람과 목표  

이 정보는 자녀의 교사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OSHC 

교육자)가 보호자 및 자녀와 함께 소통하고 자녀의 학습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섹션 3 (또한 자녀가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쓴 경우에는 

섹션 2도 함께) 작성을 마친 후 자녀의 유아 교육 

담당자에게 반환하세요.   

유아 교육 담당자는 전환기 설명서의 모든 섹션을 모아 

종합해서 사본을 아래로 보냅니다. 

 보호자 

 자녀의 학교 

 해당되는 경우, 자녀의 OSHC 기관 

아직 학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전환기 

설명서 사본을 두 부 받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사본은 자녀의 

학교 등록 시에 학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 의해 섹션 3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아 

교육자는 전환기 설명서의 나머지 완성된 부분을 보호자와 

자녀의 학교, 자녀가 다니는 OSHC 기관(해당되는 경우)과 

공유합니다.  

전환기 설명서의 정보를 공유하면 자녀가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전환기 

설명서를 자녀의 학교와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보호자는 

자녀의 유아 교육기관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끔 빅토리아주의 교육 및 캐어 전문가는 아동의 복지 및 

안전 도모를 위해 정보 공유를 필요로 합니다. 자녀의 유아 



 

  

교육 기관은 돌봄의 의무, 차별금지, 직장 보건 및 안전과 

어린이 복지, 안전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와 

가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vic.gov.au/information-sharing-schemes-and-

the-maram-framework를 참조하세요.  

추가 정보 

 www.education.vic.gov.au/transitiontoschool를 

참조하세요.  

 www.education.vic.gov.au/transitiontoschool 에서는 본 

문건을 다양한 언어로 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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