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요청

TR

2012-2013 학년도

양식 2803

항목 1 에서 항목 8 까지 작성한 다음 서명한 후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학생 배정 사무국, Crossroads I, 5625 Dillard Drive, Cary, NC 27518.
승인되면 이번 학년도에는 어떠한 차후 전학도 승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서는 2012-2012 학년도에 대한 귀 자녀의 최종 평가입니다.
참고: 부모는 전학이 승인되면 자녀의 등교 및 하교를 책임집니다.

1. 학생 이름:

학생 ID/NCWISE #:

생년월일:

2. 부모 이름(s):

전화: (H)

(W)

(C)

3. *거주지 주소:
거리 번호

거리 이름

아파트 #

도시

우편번호

*이 주소가 새 거주지 주소인 경우 현재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청구서, 최근 60 일 이내에 서명한 임대 계약서 또는 마감일이 적힌 매입 계약서를 첨부하십시오.
4. 2011-2012 년도 출석한 학교: __________________ 2012-2013 학년도 학교 배정:

2012-2013 학년도 학년:

5. 다음 학교로 자녀의 전학을 신청합니다. (최대 3 개 학교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선택 I

선택 II

6. 요청 이유:
(뒷장에 공간이 더 있습니다)

선택 III

보육

학생 건강 이유

WCPSS 직원

기타

일정 조정(Calendar Alignment)

주소 변경

같은 학교에 다니는 형제 자매

7. WCPSS 에 다니는 모든 형제 자매 기재:
(참고: 특수 교육을 위한 특별 수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형제 자매는 특수 교육 환경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의 전학이 승인된 경우
수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8. 이 요청과 이사회 방침 6203 을 이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모의 서명:

일자:

7~10 일 이내에 요청 승인 또는 거부에 관한 서명 공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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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및 이의 제기 기한: 학교 전학 요청은 학교 배정 공식 통보 후 10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현재 WCPSS 학생의 학교 배정 공식 통보는
매년 5 월 15 일에 진행됩니다. 관리팀에서 거부한 전학 요청의 이의 제기는 관리팀 결정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학 요청이 승인될 수 있었던 이유: 이사회 방침 6203 은 다음과 같은 요청의 경우 관리팀의 전학 승인을 허용합니다.
1. 요청한 학교의 정원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전학 요청은 승인될 수 있습니다.
2. 부모는 보육에 관한 어려움을 이유로 학교 배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 외 다른 방법이 없음을 증명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는 학생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에 관한 어려움을 이유로 학교 배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치료한 의사 또는
기타 의료인의 증명서를 제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직원의 자녀가 해당 교직원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전학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5. 교직원의 자녀가 해당 교직원의 일정에 부합하는 선택 목록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일정 사유 전학(calendar transfer)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6. 형제 자매의 학교 일정에 맞춰 조정하거나 형제 자매를 같은 학교의 같은 학년에 배치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전학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7. 해당 학년도에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부모는 자녀가 해당 학교의 학년을 종료하고 현재 등록한 학교에 전학 학생으로 계속 다니는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학생 수송 환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는 가장 가까운 학교로 자녀를 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모는 위에 기재되지 않은 이유로 전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예: 전문 교육 과정). 그러나 전학은 학생 배정 사무국이 검토한
이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져야 하며 이의 제기는 이사회 방침 6203 섹션 E 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학생 배정 사무국에 의해 전학 요청이 거부될 수 있는 이유:
1.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 배정을 처음 통보 받은 날짜로부터 10 일이 지난 이후에 제출된 전학 신청서.
2. 전학하려는 학교의 정원에 여유가 없거나 전학을 요청한 학년의 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전학 신청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학년, 숙제, 규율, 유보 또는 학급 배정 등 학교 결정에 관해 교직원의 의견 차이가 기술된 전학 신청서.
4. 이전에 같은 학교로 전학하겠다는 요청이 취소된 적이 있는 전학 신청서.
5. 과거에 주소를 위조했던 전학 신청서.

이 전학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에 작성하거나 별도의 문서를 첨부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