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PPENDIX A 입학 거절 통지서 양식
Korean (한국어)
학교 이름
주소
이름
주소

친애하는

2008 년도 학교 입학 신청

본교에 입학 신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교는 거주지 우선 입학 학교 (local intake school) 이며, 현재 학교 지경 내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입학
문제로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본교는 현행 등록생과, 예상하건데 2008 년 및 그 다음 연도들에 걸쳐 입학을 원하는 거주지 학생에
대한 수용상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귀하의 입학신청서에서, 귀하의 거주지는 본교의 입학 거주 구역 (local catchment area) 을 벗어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저희는 귀하의 본교에 대한 입학 신청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본교에 입학을 원하는 귀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 국장 (Director Schools) 에게 탄원하는 절차가 있으며, 관련 양식을 제가 첨부했습니다.
학교 국장 탄원은 학교 국장이 신중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가 뒷바침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교육적 혹은 개인적 사정이 있을 경우, 탄원이 지지될 수도
있음을 유념 하십시오. 탄원서와 관련 근거 정보들은 아래로 보내져야만 합니다:
국장의 이름
학교 국장
주소

만약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저에게 학교 대표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그럼 이만,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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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TEMPLATE LETTER DECLINED ENROLMENT
Name of School
Address
Name
Address

Dear

APPLICATION FOR ENROLMENT AT SCHOOL 2008

Thank you for your application to enrol at our school.
The school is a local intake school, and currently has ongoing pressure for
enrolments from students within the school boundaries.
At present we have accommodation concerns for our current enrolments and the
local intake students we anticipate requiring placement throughout 2008 and beyond.
On your Application to Enrolment Form, your current address is listed as outside our
local catchment area. Based on this information we are unable to accept your
application for enrolment at our school.
We are sorry that we cannot meet your request for enrolment at our school. There is,
however a process of Appeal to the Director Schools for which I have attached the
appropriate form.
Appeals to the Director Schools need to be supported with information that would
enable the Director Schools to make an informed decision. Please be aware that
appeals may be upheld where there are extenuating educational or personal
circumstances. The appeal form and any supporting information should be directed
to:
Name of Director
Director Schools
Address
If you have any further queries please contact me on the school phone number.
Yours sincerely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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