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es 1 - 5)

담임선생님 추천서 (기밀) (Grades 1 - 5)
STUDENT NAME

CURRENT GRADE 현재 학년

학생 성명

NAME OF SCHOOL 학교명

SCHOOL CONTACT 학교 전화번호

TEACHER’S NAME 담임교사 성명

TEACHER’S EMAIL 담임교사 이메일

The above named student has applied for admission to Branksome Hall Asia, an independent school for girls. This form will
위 학생은 브랭섬홀 아시아에 입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추천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Please rate this student in the following areas: 위 학생과 관련 다음 사항에 대해 평가해주십시오.
Achievements in English 학업 성취

Reading skills

매우 우수

우수

평균

미흡

매우 미흡

평가 불가능

Very Good

Good

Average

Below Average

Poor

No Basis for
Evaluation

읽기 능력

Speaking skills
Writing skills

탁월
Outstanding

말하기 능력

작문 능력

Mechanics of language 언어 구사력
Communication of idea 아이디어 전달력
Creativity 창의력
Approaches to Learning 학습 접근법
탁월

매우 우수

우수

평균

미흡

매우 미흡

평가 불가능

Outstanding

Very Good

Good

Average

Below Average

Poor

No Basis for
Evaluation

Participation in class 수업 참여도
Works well with others 타인과의 협력도
Ability to work independently 독립적인 문제 해결 능력
Completion of assignments 과제 해결 능력
Seeks extra help when needed 필요 시 도움 요청 능력
Study habits 학습 습관
Personal Qualities 특성

Effort/Determination

탁월

매우 우수

우수

평균

미흡

매우 미흡

평가 불가능

Outstanding

Very Good

Good

Average

Below Average

Poor

No Basis for
Evaluation

노력/집념

Concern for others 타인에 대한 배려
Honesty/Integrity 정직함/진실성
Maturity 성숙함
Responsibility 책임감

How long have you known and taught this student?
위 학생을 지도한 기간을 기재해 주십시오

Please provide any additional information that will give us a more complete picture of this student:
이 밖에 학생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Teacher’s Signature:

Date:

교사 서명

작성일자

(admissions@branksome.asia) or to the parent in sealed envelope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작성하신 추천서는 브랭섬홀 아시아 입학사무처 이메일 (admissions@branksome.asia)로 직접 보내시거나, 인비처리하여 학부모님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www.branksome.asia
+82.64.902.5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