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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스우드 하이스쿨
영입 구역 변경� 2021년�3월

체스우드 하이스쿨 영입 구역이 왜 변경되나요?

지역사회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기 때문에�NSW�
교육부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하기 위하여 영입�
구역들을 검토합니다.

Lindfield�Learning�Village를 위한 신규 스쿨 영입은 최근�
NSW�교육부가 결정했습니다.�체스우드 하이스쿨 영입 구역�
인구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체스우드 하이스쿨과�Lindfield�Learning�
Village�간의 영입 구역 경계를 조정하면 해당 인구학적�
구역에서 차후 등록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규 영입 구역들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해당 절차는 체스우드 및 린드필드 구역의 예상 등록에 관한�
인구학적 조언 및 정보와 해당 지역 초등학교 및 세컨드리 스쿨�
교장들과의 협의에 기초하였습니다.

신규 학군들은 뒷면의 지도와 스쿨 찾기 웹사이트�
schoolfinder.education.nsw.gov.au�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변경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영입 구역 조정은�2022년의�7-12학년을 위한 모든 신규 등록에�
적용될 것입니다.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스쿨 웹사이트�
chatswood-h.schools.nsw.gov.au를 방문하여 등록 탭을�
선택하세요.

현재 Lindfield Learning Village 영입 구역에 살고 
있지만 자녀를 이전 학군에 혹은 다른 스쿨에 등록하길 
원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교육부의 등록 정책에 따라 비학군 등록을 위한 요청에는 표준�
절차가 적용될 것입니다.�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등록을�
원하는 학교의 교장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미 체스우드 하이스쿨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Lindfield Learning Village 영입 구역에 살면 
자녀가 그 하이스쿨에 남아 있을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체스우드 하이스쿨에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이들은 체스우드�
하이스쿨에서�12학년까지 교육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미 체스우드 하이스쿨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규 Lindfield Learning Village 영입 구역에 
살고 있다면 학교를 Lindfield Learning Village로 
옮길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Lindfield�Learning�Village�영입�
구역에 살고 계시면 자녀가�Lindfield�Learning�Village에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현재 자녀가 이전의 학군 학교에 등록해 있고 형제자매를 
같은 학교 (비학군이 될 예정인 학교)에 등록시키길 원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다른 학교에 이미 등록한 자녀/자녀들이 있고 해당 변경에�
영향을 받는 구역에 살고 있는 가족은 그 학교에 머물 수�
있습니다.�또한 다른 형제자매도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영입 구역 변경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스쿨 찾기 웹사이트�
schoolfinder.education.nsw.gov.au�에서 가능합니다.�2022
년 신규 영입 구역 및 업데이트 정보를 원하시면 적색 경보�
메시지를 찾아보세요.

체스우드 하이스쿨의 등록 및 정책에 대한 문의는�
chatswood-h.school@det.nsw.edu.au로 이메일을 하거나�
02�9419�3611로 전화하세요.

Lindfield�Learning�Village의 등록 및 정책에 대한 문의는�
lindfieldlearningvillage@det.nsw.edu.au로 이메일을�
하거나�02�9415�8006으로 전화하세요.

http://schoolinfrastructure.nsw.gov.au
https://schoolfinder.education.nsw.gov.au/
https://chatswood-h.schools.nsw.gov.au/
http://schoolfinder.education.nsw.gov.au
mailto:chatswood-h.school%40det.nsw.edu.au?subject=Enrolments%20%26%20Policies
mailto:lindfieldlearningvillage%40det.nsw.edu.au?subject=Enrolments%20%26%20Policies


schoolinfrastructure.nsw.gov.au

NSW 교육부 – 스쿨 인프라

� Page�2�of�2

2022년 체스우드 하이스쿨 영입 구역

체스우드 하이스쿨

http://schoolinfrastructure.nsw.gov.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