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tai American School
Application for Admissions 입학허가신청서
PLEASE PRINT LEGIBLY IN BLOCK LETTERS WITH BLACK INK

검정색펜으로 인쇄체 대문자로 알아보기 쉽게 써주십시오.
This document is being provided in Korean also as a convenience and service to our prospective Korean as first language families.
Any discrepancies that may arise from the translation of English to Korean will be resolved by what is stated in the English text.

이 문서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저희 학교에 관심을 가진 가정에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번역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영문본에 기초해서 해결될 것입니다.

PERSONAL DETAILS OF STUDENT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Family Surname (Last Name) 성

First Name 이름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English Name (If any) 영어이름(있다면)

Date of Birth (MM/DD/YY) 생년월일

학생신상정보

□ Male 남 □ Female여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untry of Birth 출생국

Citizenship 국적

____________________
Passport Number여권번호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Visa Expiration (MM/DD/YY) 비자만료일

Length of Stay in Yantai 옌타이거주예상기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Yantai Address 옌타이주소

Grade level for which the applicant is applying : 다음 중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년에 체크마크로 표시해주세요:
□ Kindergarten
□ Grade 1
□ Grade 2

□ Grade 3
□ Grade 4
□ Grade 5

Language 언어: _____________________
Applicant’s Native Language
학생모국어

□ Grade 6
□ Grade 7
□ Grade 8

□ Grade 9
□ Grade 10
□ Grade 11

_____________________

□ Grade 12

____________________

Second Language
제2언어

Language(s) spoken at home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SCHOOLING DETAILS OF STUDENT 학생교육상세기록
Current/Previous Schools (Please begin with most recent school)
Name of School
학교이름

City/Country
도시/국가

현재/이전 학교(가장 최근학교부터 쓰세요.)

Curriculum (eg. US/UK)

Dates Attended

Grades

Language

교과과정 (예,미국,영국식으로)

재학기간

학년

사용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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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S’ PRIMARY CONTACT INFORMATION 학부모 연락 정보
Please tell us the best way to reach you in case of emergency or for important notifications, such as school being cancelled.
휴교를 하게 되거나 다른 긴급한 정보가 있을때 바로 연락이 가능하도록 (부모님의) 가장 좋은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imary Contact Number 제1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econdary Contact Number 제 2 연락처

□ Father 아버지 □ Mother어머니

□ Father아버지 □ Mother 어머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Address 이메일 주소

□ Father 아버지 □ Mother 어머니

EMERGENCY CONTACT 응급상황연락처 (Other Than Parents 부모 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ionship to Applicant (friend, aunt, etc) 학생과의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hone Number 휴대폰

FAMILY DATA 가족정보
Father (Please Complete All Fields)

아버지(모든 란을 기재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urname (Last name) 성

Given Name (First Name) 이름

Employer 고용주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osition 직위

Nature of Company’s Business 회사업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obile Phone 휴대폰

E-mail 이메일

Native Language(s) 모국어

Mother (Please Complete All Fields)

Secondary Language(s) 제2언어

Languages Spoken With Applicant
학생과 사용하는 언어

어머니(모든 란을 기재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urname (Last name) 성

Given Name (First Name) 이름

Employer 고용주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osition 직위

Nature of Company’s Business 회사업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obile Phone 휴대폰

E-mail 이메일

Native Language(s) 모국어

Secondary Language(s) 제2언어

Sibling Information (Please list each sibling individually) 형제자매상황
Name of Sibling 이름

Gender성별

Date of Birth 생년월일
(MM/DD/Y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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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s Spoken With Applicant
학생과 사용하는 언어

(각 형제자매를 열거바랍니다)
Grade 학년

Current School 현재학교

Medical Information Form

의료기록 및 응급조치허가서

Please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regarding the medical history of your child. In order to best care for your child, we need to
understand his/her health condition. All information will be kept confidential and released on a need-to-know basis.

부모님께: 다음에 학생의 의료기록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저희가 가장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자녀의 건강상태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알 필요가 있는 경우만 사용됩니다.

MEDICAL HISTORY 의료기록
BLOOD TYPE 혈액형:
□ A □ B □ O □ AB

RH FACTOR RH 여부:
□ POS (RH+)
□ NEG (RH-)

ASTHMA (Please list triggers and severity): 천식 (정도와 유발물질을 써주세요):

□Yes예 □No아니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Yes예 □No아니오

ALLERGIES (Food/Drug/Environment/Others) Please list triggers and severity:
알레르기(음식/약/환경/기타) 정도와 유발물질을 써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PERATIONS, HOSPITALIZATION, OR CRITICAL ILLNESS 수술, 입원,중대한 질병:

□Yes예 □No아니오

(If “Yes,” please provide dates and details) (만약 예에 체크하셨으면 자세한 내용과 날짜를 써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Yes예 □No아니오

CURRENT MEDICATION (Please list below, including dosage and frequency):
현재 복용중인 약: (있다면 아래에 사용하는 빈도와 용량을 써주세요)

Regular 늘 복용하는 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termittent or emergency응급시 때때로 사용하는 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heck the appropriate box if your child has/had any of the following medical conditions:
학생이 다음 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앓은 적이 있으면 체크 하세요

□ Chicken Pox 수두

□ Tuberculosis 결핵

□ Vision Problems 시각장애

□ Measles 홍역

□ Whooping Cough백일해

□ ADD/ADHD주의력결핍장애/

□ Mumps 볼거리

□ Diabetes 당뇨

주의력결핍활동항진장애

□ Poliomyelitis 소아마비

□ Epilepsy간질

□ Dyslexia난독증

□ Rheumatic Fever 류머티즘 열

□ Heart Disease 심장병
□ Recurrent Ear Infections

□ Speech Difficulties말더듬 등의

□ Rubella 풍진
□ Scarlet Fever성홍열

말하기장애

만성적 중이염

□ Other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lease provide details and dates 위에 체크를 한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과 날짜를 써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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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IZATION RECORDS 예방접종 기록
The immunizations below must be current before a student is admitted to Yantai American School.
다음은 학생이 옌타이미국학교에 입학하기 전 다음 예방접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Please provide dates for the immunizations or provide a copy of an official immunization chart from your country.
자녀가 어렸을 때 맞았던 예방접종이나 그 후 추가 접종날짜를 써주시거나 따로 공식적인 예방접종기록이 있으시면
사본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Type 종류

Date (MM/DD/YY) 날짜(월/일/년)
st

1

2nd

3rd

4th

5th

Polio (TOPV-Tri-Oral-Polio -Vaccine)
2,4,6 & 18 months, 4-6 years, every 10 years
폴리오소아마비백신 2,4,6,18개월,4-6세,매5-10년

Measles/Mumps/Rubella (MMR)
15 months, Bootser by age 11
홍역,볼거리,풍진 15개월,11세

Diphtheria, Pertussis & Tetanus (DPT)
2,4,6 & 18 months; 4-6 years; every 5-10 years
디프테리아, 백일해,파상풍 2,4,6,18개월,4-6세,매5-10년

Hepatitis A 간염A 3회
3 shots

Hepatitis B 간염B 3회
3 shots

Tetanus Booster 파상풍 추가접종 14-16세
Age 14-16 years

Tuberculosis (BCG) 결핵
Other Inoculations (Please Specify):
그 외 접종 있으면 써주세요:
Other Inoculations (Please Specify):
그 외 접종 있으면 써주세요:

PERMISSION FOR MEDICAL TREATMENT 응급조치허가서
Can a Yantai American School designated staff member give the applicant basic medication if he/she experiences
minor pain while at school? (e.g. Tylenol/Aspirin/Antacid Tablets/Throat Lozenge/Benadryl/Topical Ointment for rashes )

학교에서 자녀가 경미하게 몸이 불편할 때 연대미국학교 지정된 직원이 학생에게 일반 의약품을 제공해도 괜찮습니까?(예를 들면,
타이레놀, 아이버프로핀, 위산중화제, 로젠거, 베나드릴, 피부연고제 등)

□ Yes 예

□ No 아니오 (If no, please explain below) “아니오”인 경우 아래에 그 이유를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 the event that my child has the need for emergency medical attention, I authorize YAS’s representative to take my
student to the nearest or most appropriate medical facility to receive the needed medical attention.
만약 저의 자녀가 응급처치를 받아야할 경우에는 옌타이미국학교를 대표하는 분에게 자녀에게 필요한 의료처치를 가장 적절한
또는 그에 준하는 의료기관에 데려가 자녀가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rent Signature 부모님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
Date 날짜
Page 4 of 8

ADDITIONAL INFORMATION 부가정보
1. How long has the applicant been studying English, and in what environment (school, academy, tutor)? 학생은
얼마동안, 그리고 어떤 수단으로 (학교, 학원, 과외)영어를 배워왔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Has the applicant ever tested or qualified for gifted/talented or special needs programs? If yes, please explain.
학생이 영재교육이나 특수교육을 받는 시험을 치르거나 그런 자격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예”인 경우 정확한 설명을 적어주시길

□ Yes 예 □ No아니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Has the applicant required discipline or academic intervention by administration? If yes, please explain.
바랍니다.

학생이 학교운영진으로부터 처벌을 받거나 학업상의 문제로 조정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인 경우 정확한 설명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 Yes 예 □ No아니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Please provide any additional information that would help us better understand your child: (Please attach separate
sheets should you require more space.) 저희가 알아서 학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그 외의 사항이 있으면
기재해주세요. (더 공간이 필요하시면 따로 종이를 덧붙이셔도 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ECLARATION AND SIGNATURE 서명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submitted in this application is true and complet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Yantai
American School reserves the right to nullify admission decisions based upon incomplete,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저는 여기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며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최선을 다해 기재했음을 확인합니다. 옌타이미국학교는 이와 같은
정보가 모두 기재되지 않았거나, 허위이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Parent or Legal Guardian 부모나 법적보호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
Date 날짜

STUDENT PHOTO RELEASE AGREEMENT 학생 사진 사용 동의서
Yantai American School has my permission to use my or my child’s photograph publicly to promote and advertise the
school. I understand that the images may be used in print publications, presentations, websites and on social media. I
also understand that no royalty fee or other compensation shall become payable to me by reason of such use.
연대미국학교가 저와 제 아이의 사진들을 책과 프리젠테이션, 홈페이지 및 SNS 에 학교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또한 위에 열거한 이유로 사용될 때 어떤 저작권료나 사용료가 지불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

☐

I agree (동의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Parent 부모님서명

I do not agree (동의하지 않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
Date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udent Name(s): 학생서명

PRIVACY STATEMENT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언급
All information provided will be used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the application for admission and school
administration. All student information will not be disclosed to individuals or third parties outside Yantai American
School except with parent’s written request.
모든 기재된 정보는 학생의 입학허가과정과 운영진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모든 학생정보는 부모님이 서면으로
옌타이국제학교에 요청하지 않는 이상 다른 개인이나 제 3자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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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Policies Summary

학교규정요약

Summary of Admission Policies and Requirements* 입학규정과 자격조건 요약*

1. Adequacy in the English language is essential for admission into Yantai American School.
옌타이미국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Upon enrollment, beginning with grade one, every non-native English-speaking student is given a diagnostic test of
their proficiency in the use of English to determine if they can function in an English language learning situation.
등록할 때 1 학년부터는 모든 비 영어권 학생은 영어학습상황에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영어능력시험을
치루게 될 것입니다.

2. At least one parent or guardian must have full-time residency in Yantai.
부모나 보호자가 옌타이에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Yantai American School believes that parents are ultimately responsible for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Cooperation between the school and the home is necessary to ensure that students reach their fullest potential.
옌타이미국학교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믿습니다. 학교와 가정의 협조는 학생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에 필수적입니다.

3. Grade Placement 학년배정
a. For entrance into Kindergarten, students must demonstrate readiness and reach the age of five by September 1 of
the year they wish to enter. 유치부 5 세반에 입학하는 경우는 학생이 원하는 반에 들어갈 나이가 9 월 1 일자로 되는지
그리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여야합니다.

b. For entrance into grades 1-12, students must have reached the appropriate age before September 1. The school
does not practice acceleration of students (skipping a grade) in cases of high achievement. New students who
are non-native English speakers may be placed at a lower grade level at the administration’s discretion.
1-12 학년에 입학할 경우는 9 월 1 일자로 적절한 나이가 되어야합니다. 학교는 학생을 수업 중에 뛰어난 성취를 보인다고
해서 학년을 건너뛰게 하지 않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새로운 학생들은 학교의 재량으로 더 낮은 학년에 배치될지도
모릅니다.

4. English Only Rule** 영어만 사용하는 규칙
It is a policy of Yantai American School that students will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using English only while at
school, on official school functions, and on the bus to and from school. The following are the main reasons for this
policy. 옌타이미국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나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등에서, 그리고 스쿨버스 안에서 영어로만
소통하는 것을 규칙으로 합니다. 다음은 그 규칙의 주요한 이유입니다.

a. Safety and supervision of students. 학생지도와 안전
Yantai American School is administered by and staffed with teachers who are native English speakers. Since the
first responsibility of a school is safety and well being of the students the teachers and administration must be
able to understand all that the students are saying. Since safety and supervision are essential in the conduct of
an excellent school this policy will be strictly enforced.
옌타이미국학교는 영어원어민들이 운영진과 교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첫번째 임무는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이므로
교사들과 운영진이 학생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합니다. 안전과 관리가 학교를 훌륭하게 운영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규칙은 강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b. Students’ ability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and not be excluded.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따돌리지
않는 능력
The student body of Yantai American School is representative of many nations and languages. The one
language that all of our students have in common is English. Should students be allowed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in their native tongue this automatically excludes any and all students who do not speak that
language. Since Yantai American School takes the well being of its students very seriously the English only rule
will be strictly enforced.
옌타이미국학교의 학생들은 여러 나라와 여러 언어를 대표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단 하나의 언어는
영어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로 소통하도록 허락한다면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을 자동적으로 따돌리는 것이
됩니다. 옌타이미국학교가 학생들의 복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로만 말하는 규칙은 강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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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Yantai American School uses the English language to communicate for the education of the students.
옌타이국제학교는 학생들을 교육을 위한 소통에 영어를 사용합니다
The curriculum is American curriculum taught primarily by native English speaking educators. Parents enroll their
students in our school with the understanding that it will be an English language environment. Hence it is
incumbent that the school ensures that it is the best quality English language environment possible. Because
Yantai American School is committed to excellence, the English only rule will be strictly enforced. 저희 커리큘럼은
미국에서 영어원어민교육자에 의해 원래 사용되는 미국커리큘럼입니다.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님들은 영어로 된
환경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가능한 한 최상의 영어환경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옌타이미국학교는 탁월함을 약속하기 때문에 영어로만 소통하는 규칙을 강하게 적용합니다.

5. Homework Policy Students that don’t complete their homework wi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do so after school
from 3:00-4:00pm. Parents will be notified prior to 1:30pm and are responsible for arranging transportation. The
following are the main reasons for this policy. 숙제 규율 학생이 주어진 숙제를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 방과 후 오후
3 시에서 4 시까지 학교에 남을 것입니다.학부모님들은 오후 1 시 30 분 전에 이에 관한 알림을 받을 것이고 학교로 개인
차량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a. If a student didn’t know how to do the homework, they need additional help. 만약 학생이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면 추가적인 도움을 받아야한다,
b. If a student forgot their homework, they need to learn responsibility. 만약 학생이 숙제하는 것을 잊을 시에는
책임감을 배워야한다.
c. If a student just didn’t do it, they need to develop a better work ethic. 만약에 학생이 숙제를 아예 안했을
시에는 학생은 노력하는 자세를 배워야한다.
6. Meeting with School Personnel 학교 교직원과의 회의
If the school requests a meeting with a parent, parents must meet with the school official in a timely manner.
만약에 학교에서 학부모와의 회의를 요청했을떄 학부모님들은 약속된 시간에 회의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 A comprehensive parent/student handbook will be made available for each family at the beginning of the fall
semester. 가을학기가 시작할 때 가정에 보내드릴 포괄적인 부모님/학생 핸드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 Students are permitted to use Chinese language to speak to Chinese staff when appropriate. 학생들은 적절할 때에
중국직원들과 중국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SCHOOL POLICIES AGREEMENT 학교 규율 동의서
I agree to accept the authority of the school administration, teachers, and rules so that they can efficiently run the
school. 저는 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의 운영진, 교사, 그리고 규칙들에 대한 권한을 받아들입니다.
I understand that part of the success of the school is cooperation and support from home and I agree not to gossip or
speak negatively about the school in the community. If I have a question, concern or comment I will communicate that
to the appropriate person at the school. 저는 학교의 성공의 일부는 가정으로부터의 협조와 지지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학교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질문, 염려, 또는 할 말이 있으면 학교의 적절한 사람과
소통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Student 학생 서명

Date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Parent 부모님 서명

Date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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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ition Payments & Refund Policy 수업료 납부와 환불 규정
Parents are responsible for the payment of all school fees. Report cards and transcripts will not be released
if payments are not complete. 부모님은 학생들의 수업료와 모든 납입금을 내실 의무가 있습니다. 성적표와 학교 서류가
납부가 완전히 안되었을 시에 보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Tuition will be refunded only for full quarters not attended. If a student applies and is accepted into the school
some time after the beginning of the school year, tuition will be charged for the full quarter of entry and all
subsequent quarters. The capital fee is non-refundable. 수업료는 한 사분기를 완전히 다니지 않았을 때만
환불됩니다. 만약 학년도가 시작한 후 얼마 뒤 학교에 들어온 학생은 입학시의 사분기와 그 이후 기간 전부에 대한
수업료를 내야합니다. 소모품과 시설에 사용되는 캐피탈비는 환불하실 수 없습니다.

2. Application fees are due at the time the student application for admission is submitted. The application will
not be accepted without the registration fee. This fee is non-refundable. 전형료는 전형신청을 할 때까지
내야합니다. 전형료를 내지 않으면 입학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전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3. No portion of tuition shall be refunded for a student dismissed by expulsion or disciplinary reasons. 퇴학을
당하거나 훈육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게 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수업료가 전혀 환불되지 않습니다.

4. No tuition payments can be transferred from one student to another. 수업료는 다른 학생에게 양도될 수 없습니다.
Delinquent Accounts 수업료가 납부되지 않을 때
Unless otherwise authorized to by the appropriate Yantai American School administrator, tuition payments are due to
the school without a school invoice. Payments more than 5 days past due are subject to a RMB 200.00 late fee. If
payments are more than 15 days past due, students may be excluded from classes until payment is made. Under no
circumstances will letters, records or grade reports be given until a student’s account is paid.
옌타이국제학교의 적절한 운영진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수업료는 고지서가 나가지 않아도 내셔야 할 날짜에 내셔야합니다. 5 일
이상 기한을 넘기면 200 유엔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기한을 15 일 넘기게 되면 학생이 수업료가 내질 때까지 수업을 받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학교로부터의 편지나, 기록, 성적표등이 수업료가 완납될 때까지 발급되지 않습니다.

Admissions Checklist

입학허가신청서류 체크리스트

The following forms and supporting documents must be submitted in full for
the application process to begin. 다음은 전형을 시작하기 위해 내셔야 한 서류와 양식들입니다.
□

Paid non-refundable Application Fee RMB 750

환불되지 않는 전형료 750유엔

Completed Application Packet (including the following) 완성된 입학 서류 (아래를
포함함):
□ Completed Medical Information Form with Immunization Records
□

의료기록양식, 예방접종기록 사본

Signed Policies Summary Form 교칙 요약과 부모님 서명서
□ Official School Records from the last 2 school years (Grades K-12)
□

전 학교의 2년간의 공식 학교 기록(유치부-12학년까지 해당)

Copy of the Child’s Passport and Visa 자녀 여권과 비자사본
□ Copy of one parent’s Visa 부모님 한쪽의 비자
□

Completed English Proficiency Exam
□ Financial obligations 입학금 납부 약정
□

영어수준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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