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Community Consultation
Cannington and Maddington area
Public schooling in the Cannington and Maddington area
The State Government is undertaking community consultation with local
parents, students and community members about schooling in the
Cannington and Maddington area and possible changes to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Sevenoaks Senior College, Cannington Community
Education Support Centre, and Yule Brook College.
The Department of Education’s preferred model of secondary schooling
is to, where possible, provide students with continuity of learning from
Years 7 to 12 within a single school environment.

Korean
지역사회 협의
Cannington 및 Maddington 지역
Cannington 및 Maddington 지역의 공립 학교 교육
주정부는 현지 학부모, 학생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Cannington 및
Maddington 지역의 학교 교육에 관하여 그리고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Sevenoaks Senior College, Cannington Community Education
Support Centre, 및 Yule Brook College 에 대한 변화 가능성에 관하여
지역사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선호하는 세컨더리 학교 교육 모델은, 가능하면 학생들이 단일한
학교 환경에서 7 학년부터 12 학년까지의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At present:

현재 상황:


Cannington Community College는 킨더가튼부터 10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수용합니다. 그 후 학생들은 11, 12학년을 다니기 위해 Sevenoaks Senior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caters for students in Kindergarten
to Year 10. Students then need to enrol at Sevenoaks Senior College
or another school for Years 11 and 12.
Sevenoaks Senior College caters for students in Years 11 and 12.
The Big Picture Education Australia program is one of a range of
programs offered at the College.
The Cannington Community Education Support Centre caters for
students in Years 7 to 12 across two sites. Students in Years 7 to 10
attend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and students in Years 11 and
12 attend Sevenoaks Senior College.
Yule Brook College caters for students in Years 7 to 10. The College
uses the Big Picture Education Australia program to provide
individualised learning plans for students. Students then have the
option to continue their learning at Sevenoaks Senior College for
Years 11 and 12, either in Big Picture or other secondary courses.

College 또는 그 외 다른 학교에 등록해야 합니다.


Sevenoaks Senior College는 11, 12학년의 학생들을 수용합니다. The
Big Picture Education Australia 프로그램은 이 칼리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중의 하나입니다.



Cannington Community Education Support Centre는 두 부지에 걸쳐
7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수용합니다. 7학년에서 10학년까지는
Cannington Community College에 다니고 11, 12학년생들은 Sevenoaks
Senior College에 다닙니다.



Yule Brook College는 7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학생들은 수용합니다. 이
칼리지는 Big Picture Education Australi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학습 플랜을 제공합니다. 그 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Sevenoaks Senior College에서 11, 12학년 공부를
계속하거나, Big Picture 또는 다른 세컨더리 코스를 하는 것입니다.

There are currently 1691 students between the four schools.

이 네 학교의 재학생은 현재 1691 명입니다.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schools has been a topic of discussion in the
community.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requirement for students to
change schools during their secondary education.

현재의 학교 구성이 지역사회에서 논의의 주제가 되어왔습니다. 학생들이

There are a number of factors to consider, including:

다음을 포함하여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등록 학생 수



학생들의 학업을 극대화하기 위한 학교 재원 공급, 그리고



학업 및 학생 지원의 연속성과 일관성.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ed;
resourcing schools to maximise student learning; and
continuity and consistency in learning and student support.

세컨더리 교육 기간에 학교를 변경해야 하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Local community members are invited to have their say through an
online survey, where they can select one of the following options:
Option 1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밝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초청합니다.
다음의 옵션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 1







Yule Brook College extends to enrol Years 11 and 12 students in the
Big Picture Education Australia program only.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becomes a Kindergarten to Year 6
primary school.
Sevenoaks Senior College extends to Years 7 to 12.
Cannington Community Education Support Centre offers Years 7 to
12 on the Sevenoaks Senior College site.

Yule Brook College를 확장하여 11, 12학년 학생들이 Big Picture
Education Australia 프로그램에만 등록하게 한다.



Cannington Community College는 킨더가튼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가
된다.



Sevenoaks Senior College를 7학년에서 12학년까지로 확장한다.



Cannington Community Education Support Centre는 Sevenoaks Senior
College 부지에서 7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과정을 제공한다.

Option 2

옵션 2






Yule Brook College extends to enrol Years 11 and 12 students in the
Big Picture program only.
Amalgamate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and Sevenoaks Senior
College and offer Kindergarten to Year 12 across two sites.
Cannington Community Education Support Centre offers Years 7 to
12 on one site.

Yule Brook College를 확장하여 11, 12 학년 학생들이 Big Picture
프로그램에만 등록하게 한다.



Cannington Community College와 Sevenoaks Senior College를 합쳐서
두 부지에 걸쳐 킨더가튼부터 12학년까지 과정을 제공한다.



Cannington Community Education Support Centre는 한 부지에서
7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과정을 제공한다.

Q. Is the number of students in a school important?
A. Schools of all sizes can be successful. As enrolments grow, a school
increases its capacity and resource flexibility to offer wider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a broader range of specialised programs for students.
The total enrolments as at Wednesday, 19 August 2020 for each school
are:

Q. 학교의 학생수가 중요한가요?
A. 모든 규모의 학교들이 잘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이 증가하면, 학교는
수용 능력과 자원 유연성을 증가시켜 학생들에게 더 폭넓은 교육 기회 및 더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20 년 8 월 19 일, 수요일 현재 각 학교의 총 등록 학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학년

Sevenoaks Senior College

11, 12 학년

493

Yule Brook College

7~10 학년

317

Cannington Community Education Support Centre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부지에

120

킨더가튼부터 10 학년까지

총 등록 학생수
761

7~10 학년 그리고
Sevenoaks Senior College 부지에 11, 12 학년
Q. What is the preferred model of primary schooling?

A. The preferred model of primary schooling in Western Australian public
schools is Kindergarten to Year 6 in one school. Currently,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students go through to Year 10 at their school.

Q. What is the preferred model of secondary schooling?

A. The preferred model of secondary schooling is to, where possible,
provide students with seamless Years 7 to 12 secondary schooling in
one school. A secondary school with around 1200 students can provide
the necessary breadth and depth of curriculum throughout the secondary
school years.

Q. Who will be consulted as part of the community consultation process?

Q. 선호되는 초등학교 교육 모델은 무엇인가요?
A.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공립학교에 선호되는 초등학교 교육 모델은 한
학교에 킨더가튼부터 6 학년까지 있는 것입니다. 현재,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학생들은 그 학교를 10 학년까지 계속 다닙니다.
Q. 선호되는 세컨더리 학교 교육 모델은 무엇인가요?
A. 선호되는 세컨더리 학교 교육 모델은, 가능하면 학생들에게 7 학년부터
12 학년까지 세컨더리 학교 교육을 한 학교에서 중단 없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재학생 약 1200 명 정도의 세컨더리 스쿨은 세컨더리 학년
전과정에 걸쳐 필요한 교과과정을 넓고 깊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지역사회 협의 과정 중 누가 협의에 참여하게 되나요?

A. Parents/carers, students and community members in the Cannington
and Maddington area are invited to have their views heard by providing
feedback through an online survey. The survey is also available to
interest groups, students and other stakeholders.
Q. How can I be involved in the consultation process?
A. The consultation process will take eight weeks. Initially, you can be
involved by providing feedback through a short survey. Your responses
are anonymous and will be collated with other responses for analysis.
The survey is online at education.wa.edu.au and is open for three weeks
from 9.00am on Wednesday 26 August 2020 and will close at 5.00pm on
Tuesday 15 September 2020.
If you do not have access to the internet, you are welcome to visit your
local school during school hours for assistance. Please contact your
local school to arrange a suitable time.
The outcomes of the consultation process will help inform any decisions
by the State Government about public schooling in the Cannington and
Maddington area.

A. Cannington 및 Maddington 지역의 학부모/보호자, 학생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견해를 밝힐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익 단체, 학생 및 기타 관계자들이
설문조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협의 과정은 8 주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우선 짧은 설문조사를 통해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응답은 익명이며 다른
응답과 함께 수집 분석될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education.wa.edu.au 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0 년 8 월 26 일 수요일 오전 9 시부터 2020 년 9 월
15 일 화요일 오후 5 시에 마감될 때까지 3 주 동안 열려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다면, 학교 운영 시간에 해당 지역 학교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환영합니다. 해당 지역 학교에 미리 연락하여 적절한
시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협의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는 주정부가 Cannington 및 Maddington 지역의
공립 학교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Q. Can I attend a forum?

Q. 포럼에 참석할 수 있나요?

A. Yes, there are three community forums being held:

A. 참석할 수 있습니다. 3 개의 지역사회 포럼이 개최됩니다.








Sevenoaks Senior College and Cannington Community Education
Support Centre school communities - Wednesday 26 August 2020
from 6.00pm to 7.00pm at Sevenoaks Senior College lecture theatre,
275 Sevenoaks Street, Cannington. Register at
Sevenoaks.sc.parentinfo@education.wa.edu.au.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 Tuesday 1 September 2020 from
6.00pm to 7.00pm at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library, 147
Wharf Street, Cannington. Register at
Cannington.cc@education.wa.edu.au.
Yule Brook College – Wednesday 2 September 2020 from 6.00pm to
7.00pm at Yule Brook College performing arts theatre, 61 Dellar
Road, Maddington. Register at Yulebrook.col@education.wa.edu.au.

Sevenoaks Senior College 및 Cannington Community Education
Support Centre 스쿨 커뮤니티 - 2020 년 8 월 26 일 수요일 오후 6 시에서
7 시까지 Sevenoaks Senior College 강당 강의실, 275 Sevenoaks Street,
Cannington. 등록: Sevenoaks.sc.parentinfo@education.wa.edu.au.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 2020 년 9 월 1 일 화요일 오후 6 시에서
7 시까지,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도서관, 147 Wharf Street,
Cannington. 등록: Cannington.cc@education.wa.edu.au.



Yule Brook College – 2020 년 9 월 2 일 수요일 오후 6 시에서 7 시까지,
Yule Brook College 공연예술극장, 61 Dellar Road, Maddington. 등록:
Yulebrook.col@education.wa.edu.au.

Physical distancing measures will apply at the community forums.

지역사회 포럼에서 물리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Q. What is being considered in this consultation process?

Q. 이 협의 과정에서 무엇이 고려되고 있나요?

A. There are a number of factors to consider throughout this process,
including the size of schools, number of students enrolled, range of
courses and subjects that students can study, and pastoral care
programs and support services for students.

A. 이 협의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인은, 학교의 규모, 등록 학생수, 학생들이

Q. Will any changes disrupt students already enrolled at the schools?

Q. 변경사항이 이미 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지장을 주게 될까요?

A. High quality education is the main focus in managing any change to
public schooling. The Department of Education works closely with school
leaders and others whenever changes are made to schools to ensure
they do not impact on student learning and wellbeing.
Q. Will there be any changes to school local-intake areas?

공부할 수 있는 코스 및 과목의 범위, 학생지도 프로그램 및 학생지원 서비스
등 다양합니다.

A. 양질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공립 학교 교육에 대한 변화를 관리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의 변화를 추진할 때마다 학교 리더 및 기타 구성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그러한 변화가 학생들의 학업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Q. 학교의 학생 수용 구역에 변화가 있을까요?

A. This depends on any decision by the State Government following the
consultation process.

A. 이 문제는 협의 과정 이후 주정부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Q. Is funding allocated to implement outcomes of the consultation?

Q. 협의 결과 이행을 위하여 자금이 할당되나요?

A. Any decision by the State Government about changes to public
schooling in the Cannington and Maddington area will need to be
properly costed and appropriate funding allocated. This also applies to
any building requirements.

A. Cannington 및 Maddington 지역의 공립 학교 교육에 대한 변화와

Q. What will happen to the information gathered as part of the
consultation process?

Q. 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수집된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A. Outcomes of the consultation process will help inform any decisions
by the State Government about public schooling in the Cannington and
Maddington area.
Q. When will a decision be made?
A. The Minister for Education and Training will inform the community
when a decision is made.

관련하여 주정부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 적절한 비용이 투입되고 적절한
자금이 할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건물 요건에도 적용됩니다.

A. 협의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는 주정부가 Cannington 및 Maddington
지역의 공립 학교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Q. 언제 결정이 내려지나요?
A. Minister for Education and Training 이 의사결정 시기에 대해 지역사회에
알릴 것입니다.

Additional information added Tuesday 8 September 2020:

2020 년 9 월 8 일 화요일 추가 정보 추가:

Q. Why is there no option for no change?

Q. 변경 없음 옵션은 왜 없나요?

A. The State Government wants to know which of the two options the
community would prefer if changes were to be made to schooling in the
Cannington and Maddington area, so the option of no change has not
been included.

A. 주정부는, Cannington 및 Maddington 지역의 학교 교육을 변경해야 하는

Q. What is the timeframe for any changes to take place once a decision
is made?

Q. 결정이 내려지면 변경이 시행되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경우, 두 옵션 중 어느 것을 지역사회가 선호하는지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변경 없음 옵션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A. Should the State Government decide to change schooling in
Cannington and Maddington area, a lot of planning would need to be
done. This includes any changes to the buildings and establishment of
the new schools, including staffing. There is no timeframe as yet.

A. 주정부가 Cannington 및 Maddington 지역의 학교 교육을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면,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직원 배치를
비롯하여, 새로운 학교의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변경이 포함됩니다. 아직
정해진 일정은 없습니다.

Q. Will staff at any of the schools lose their jobs?

Q. 학교의 교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될까요?

A. All permanent staff are employees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are guaranteed continuity of employment. All fixed term contracts
will be honoured.

A. 모든 정규 교직원은 Department of Education 의 직원이며 고용의

Q. Is it possible for a third option which would see Yule Brook College
extend to Years 11 and 12, and no changes happen at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Cannington Community Education Support Centre
and Sevenoaks Senior College?

Q. 세 번째 옵션으로, Yule Brook College 를 11, 12 학년까지 확장하고,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Cannington Community Education Support
Centre 및 Sevenoaks Senior College 를 변경하지 않는 방안은 가능한가요?

A. That is not one of the options proposed, but if the survey shows that
the community would like this option to be considered, the State
Government would take that into consideration.
Q. Will any changes be made to the catchment areas?
A. Changes to local intake areas could be made to accommodate the
needs of all students.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모든 기간제 계약은 존중될 것입니다.

A. 그것이 제안된 옵션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사회가 그
옵션이 고려되길 원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주정부는 그 옵션도 고려할
것입니다.
Q. 학생 주요 수용 지역의 변경이 있을까요?
A. 모든 학생들의 필요사항에 맞추기 위해 학생 주요 수용 지역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What capital works will be required?

Q. 어떤 건설공사가 필요할까요?

A. The capital works requirements will be determined when the State
Government makes a decision about the model of schooling to be
implemented.

A. 주정부가 실행할 학교 교육 모델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건설공사

Q. One of the benefits of Sevenoaks Senior College is the adult style
education. How will that change if Years 7 to 10 are added?

요건이 결정될 것입니다.
Q. Sevenoaks Senior College 의 이점 중 하나가 성인 스타일의 교육입니다.
7 학년에서 10 학년까지가 추가되는 경우 그것은 어떻게 바뀔까요?

A. All secondary schools recognise the needs of young adult learners
and make special provision for them. This includes privileges not
available to younger students.

A. 모든 세컨더리 스쿨은 청년 학습자들의 필요사항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특별히 준비합니다. 여기에는 더 어린 학생들은 이용할 수 없는 특권이
포함됩니다.

2017 retention data

2017 년 학생 보유 데이터

Yule Brook College

Yule Brook College





39.3% (22 out of 56) of 2017 Year 10 students from Yule Brook
College enrolled in Year 12 at Sevenoaks Senior College.
14.3% (8 out of 56) of 2017 Year 10 students from Yule Brook
College enrolled in Year 12 at public schools other than Sevenoaks
Senior College.
19.6% (11 out of 56) of 2017 Year 10 students from Yule Brook
College have no enrolment in a public school after Year 10.



- 2017 년 Yule Brook College 의 10 학년 학생 중 39.3% (56 명 중 22 명)
가 Sevenoaks Senior College 의 12 학년에 등록.



- 2017 년 Yule Brook College 의 10 학년 학생 중 14.3% (56 명 중 8 명)
가 Sevenoaks Senior College 이외의 공립 학교 12 학년에 등록.



- 2017 년 Yule Brook College 의 10 학년 학생 중 19.6% (56 명 중 11 명)
가 10 학년 이후 공립학교에 등록하지 않음.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63.4% (78 out of 123) of 2017 Year 10 students from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enrolled in Year 12 at Sevenoaks Senior
College.
5.7% (7 out of 123) of 2017 Year 10 students from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enrolled in Year 12 at public schools other than
Sevenoaks Senior College.
12.2% (15 out of 123) of 2017 Year 10 students from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have no enrolment in a public school after Year
10.

Yule Brook College and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55.9% (100 out of 179) of total 2017 Year 10 students from Yule
Brook College or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completed Year 12
at Sevenoaks Senior College.

- 2017 년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의 10 학년 학생 중 63.4%
(123 명 중 78 명) 이 Sevenoaks Senior College 의 12 학년에 등록.



- 2017 년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의 10 학년 학생 중 5.7%
(123 명 중 7 명) 가 Sevenoaks Senior College 이외의 공립 학교
12 학년에 등록.



- 2017 년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의 10 학년 학생 중 12.2%
(123 명 중 15 명) 가 10 학년 이후 공립학교에 등록하지 않음.

Yule Brook College 및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 Yule Brook College 또는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의 2017 년
전체 10 학년 학생 중 55.9% (179 명 중 100 명) 가 Sevenoaks Senior
College 에서 12 학년 수료.

2018 retention data

2018 년 학생 보유 데이터

Yule Brook College

Yule Brook College





45.6% (31 out of 68) of 2018 Year 10 students from Yule Brook
College enrolled in Year 12 at Sevenoaks Senior College.
11.8% (8 out of 68) of 2018 Year 10 students from Yule Brook
College enrolled in Year 12 at public schools other than Sevenoaks
Senior College.
14.7% (10 out of 68) of 2018 Year 10 students from Yule Brook
College have no enrolment in a public school after Year 10.



- 2018 년 Yule Brook College 의 10 학년 학생 중 45.6% (68 명 중 31 명)
가 Sevenoaks Senior College 의 12 학년에 등록.



- 2018 년 Yule Brook College 의 10 학년 학생 중 11.8% (68 명 중 8 명) 가
Sevenoaks Senior College 이외의 공립 학교 12 학년에 등록.



- 2018 년 Yule Brook College 의 10 학년 학생 중 14.7% (68 명 중 10 명)
가 10 학년 이후 공립학교에 등록하지 않음.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62.7% (74 out of 118) of 2018 Year 10 students from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enrolled in Year 12 at Sevenoaks Senior
College.
11.0% (13 out of 118) of 2018 Year 10 students from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enrolled in Year 12 at public schools other than
Sevenoaks Senior College.
4.2% (5 out of 118) of 2018 Year 10 students from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have no enrolment in a public school after Year
10.

Yule Brook College and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56.5% (105 out of 186) of total 2018 Year 10 students from Yule
Brook College or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completed Year 12
at Sevenoaks Senior College.

- 2018 년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의 10 학년 학생 중 62.7%
(118 명 중 74 명) 이 Sevenoaks Senior College 의 12 학년에 등록.



- 2018 년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의 10 학년 학생 중 11.0%
(118 명 중 13 명) 가 Sevenoaks Senior College 이외의 공립 학교
12 학년에 등록.



- 2018 년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의 10 학년 학생 중 4.2%
(118 명 중 5 명) 가 10 학년 이후 공립학교에 등록하지 않음.

Yule Brook College and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 Yule Brook College 또는 Cannington Community College 의 2018 년
전체 10 학년 학생 중 56.5% (186 명 중 105 명) 가 Sevenoaks Senior
College 에서 12 학년 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