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ssion Process Page:
Statement of Non-Discrimination
Mount Carmel School admits students of any race, color, national and ethnic origin
to all the rights, privileges, programs, and activities generally accorded or made
available to students at the school. It does not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race,
color, national and ethnic origin in administration of its educational policies,
admissions policies, scholarship and loan programs, and athletic and other school
administered programs.
Mount Carmel School is not equipped to accommodate students who demonstrate
severe academic deficiencies and/or behavioral problems, but will make
reasonable accommodations for otherwise qualified students. New students may be
placed on academic and conduct probations for at least their first semester.

차별금지 성명서
Mount Carmel School은 모든 인종, 피부색, 국적 및 민족 출신 학생들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동의되거나 제공되는 모든 권리, 특권,
프로그램 및 활동에 허용합니다. 교육 정책, 입학 정책, 장학금 및 융자
프로그램, 체육 및 기타 학교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 인종, 색, 국적 및 민족적
기원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Mount Carmel School은 학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및/또는
행동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따로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밖에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위해 합당한 수용을 할
것입니다. 신입생들은 적어도 첫 학기 중에는 probation (학업과 행동적
수습기간)에 놓일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for Admission
Any student wishing to enroll in Mount Carmel School must complete an application
form. Students applying for the first time must submit a copy of their most recent
report card, updated health records, and other pertinent materials. All students
must have a health certificate from CHC that cannot be more than two years old.

All students must update their immunization records needed. Students and
parents/ guardians will be notified in writing of their acceptance.

입학신청서에 대하여
Mount Carmel School에 등록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처음 지원하는 학생들은 최신 성적표 사본, 갱신된 건강 기록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2년 미만 된 CHC의 건강
진단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필요한 예방접종기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는 입학허가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Probationary Acceptance
Any student accepted on academic probation must receive a 2.0 (80%) cumulative
grade point average or higher for the first quarter. If the student does not fulfill
this obligation then their case will be reviewed to determine if the student will
remain on probation or if the student may be dismissed from Mount Carmel School.
Students accepted on disciplinary probation may receive no more than 3
detentions or one suspension per semester or they will be subject to dismissal.
Both academic and disciplinary probation may be lifted once a student completes a
semester without violating the above set guidelines.

Probationary Acceptance
Probationary Acceptance (근신기간) 에 받아들여진 학생은 1분기 누적 점수
평균 2.0(80%) 또는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이 Probation에 계속 머무를 것인지 또는 학생이 마운트
카멜 학교에서 제적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학생의 사례가
검토됩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한 학기당 3회 이하의 detention (방과
후 남아서 청소) 또는 1회의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적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정해진 지침을 위반하지 않고 한 학기를 마치면
학업 및 징계처분 모두 해제될 수 있습니다.

Mid-Year or Partial Year Admission
Mount Carmel School is run on a two semester system, and for that reason students
will only be accepted at the beginning of the first and second semesters. To ensure
that student's will be receiving the maximum number of credits and a proper
education we ask that students apply only at these times. Students who are new
arrivals on island will be an exception on this policy.

중도입학에 대하여
Mount Carmel School은 2학기제로 운영되며, 그 때문에 1, 2학기 초에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최대한의 학점과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는 학생들이 이 시기에만 지원하도록 요청합니다.
사이판에 새로 온 학생들은 이 정책에 있어서 예외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