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신청서

자녀의
최근 사진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학생 정보 APPLICANT INFORMATION (영문기재요망)

지원하는 학년 __________ 학년도 ___________
성 Las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Gend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어이름 Preferred Name____________________

이름 First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이메일 Student Email 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 （M/D/Y）______________________

집주소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적 Nationality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핸드폰 Student Mobile ________________

집 전화번호 Home Phone____________________

학력 정보 ACADEMIC HISTORY
재학한 학교

재학 기간

사용 언어

커리큘럼

담임교사 이메일

(최근부터 과거 순으로)

형제자매 정보 SIBLING INFORMATION
지원학생에게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이름과 나이 및 재학중인 학교와 학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정보 PARENT INFORMATION
아버지 Father (또는 법적 보호인)
성 Las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Firs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적 National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핸드폰 연락처 Mobile 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사 연락처 Business Phone 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사명 Employ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위 Posi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머니 Mother (또는 법적 보호인)
성 Las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Firs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적 National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핸드폰 연락처 Mobile 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사 연락처 Business Phone 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사명 Employ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위 Posi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및 보호자 이외의 비상 연락처 Emergency Contact
성명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Contact No. 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과의 관계 Relationship to stude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용 언어 정보 LANGUAGE INFORMATION
지원 학생의모국어 First Language: _______________________ 사용하는 다른 언어 Other Language: _____________________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양육자의 사용 언어:___________________ 다른 양육자가 사용하는 언어: __________________
지원 학생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영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학습 방법(학교, 개인과외, 부모와 함께 등) 과 그 기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달 및 교육 관련 이력 DEVELOPMENTAL/EDUCATIONAL RELATED HISTORY

지원학생이 학습장애(난독증 등), 또는 행동/정서 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거나,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알고
있어야 할 이력이 있습니 까?

예

아니요

있다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원학생이 개별 교육 플랜(IEP) 또는 학습기관이나 교육 담당자로부터 지원 학생만을 위한 특별한 학습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있다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원학생이 기타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있다면, 자세한 정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초등부 저학년(유치부-2 학년) 및 영유아부(ECA) 지원 학생
귀자녀가 아래에 명시된 어떤 부분에서든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늦어 보이는 징후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예

신체적 발달 Physical
학습 Learning

언어 발달 Language

-Diagnosed

아니요

-Undiagnosed

사회성/감정적 발달 Social/Emotional

기타 Other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이에 본인의 자녀를 위해 입학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이 신청서 제출과 함께 입학신청비 2,000RMB 를
납입해야 하며, 이 비용이 환불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 일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