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 Weekend Leave Request From Boarding

●
●
●
●

Parental Leave Requests must be sent to the Head of House by Tuesday at 23:00.
o Students should return from leave by 18:00 on Sunday.
o Students who are missing academic classes must contact the MS or
SS PA one week in advance.
Sherborne House (G10 & 12) - Sherborne@branksome.asia
Seondeok House (G10 & 11) - Seondeok@branksome.asia
Shin Saimdang House (G5 - G7) - Shinsaimdang@branksome.asia
Ainslie House (G8 - G9) - Ainslie@branksome.asia

●
●
●
●

외출 신청은 부모님께서 직접 작성하셔서 화요일 23:00 까지 자녀분의 총 기숙사 사감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o 외출 후 학생들은 일요일 18:00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o 학생이 학교 수업을 빠지는 경우 미들스쿨 또는 시니어스쿨 PA 선생님께
일주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셔본 하우스 (10 & 12학년) - Sherborne@branksome.asia
선덕 하우스 (10 & 11학년) - Seondeok@branksome.asia
신사임당 하우스 (5 - 7학년) - Shinsaimdang@branksome.asia
에인즐리 하우스 (8 - 9학년) - Ainslie@branksome.asia
Please refer to the dates of 'No Leave Weekends' below. Leave is not permitted on these dates due to
pre-planned Boarding events.Please contact the Head of House for emergency leave or exceptions on
these weekends. We recommend that students do not request leave more than once a month.
“주말 외출 불가” 날짜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사전 계획된 기숙사 활동으로 인해 아래 날짜에는
외출을를 허락 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주말에 긴급 외출이나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자녀분
기숙사 총사감에게 문의해주세요. 학생들이 외출신청을 한달에 한번 이상 하지않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No Leave (NL) Weekends Semester 1: 8/20 - 22,
8/27 - 29, 9/3 - 5, 10/1 - 3, 11/12 - 14, 12/10 - 12

Student Name (학생이름)

No Leave (NL) Weekends Sem 2: 4/1
- 3, 6/10 - 12

Grade & House (학년)

Reason for Leave (외출 사유)
Leave Date (외출 날짜)

Time(외출 시간)

Return Date (입실 날짜)

Time (입실 시간)

Transportation Arrangements (교통)
Name & Phone Number of Adult Responsible for Supervision of Student whilst on
Leave (외출시 보호자 성함 및 연락처)
Contact Phone Number of parent submitting this form (외출 신청서를 작성한 학부모
성함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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