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인트폴 미국학교 입학서류 안내 
 

1. 입학을 위해 필요한 서류   
 

1) 학교 제출 서류 
- 영문 원서 (총 7 쪽) ;  

Pg. 5 : 영문 원서 

Pg. 6-7: 건강검진 서류, 학생 동의서 

Pg. 8: 의료보호와 학생외출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 

Pg. 9: Student Questionnaire (학생에세이) 

Pg. 10: Pg. 8 에 대한 한글 번역본(참고용) 

Pg. 11: 감호인 서류 

Pg. 12-15: 부모학생 동의서 

- 재학증명서 (영문)  

- 성적증명서 (최근 3 년간, 영문) 

- 학생 여권사본 

- 사진 10 매(반명함- 배경색: 흰색)  

- 부모학생 동의서(서명) 

 

2)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한글 1 부, 영문 1 부) – 학생과 부모님이 같이 나와있는 서류 

- 부모님 두 분의 여권사본(주재원 비자일 시, 학생과 부모님 모두의 비자페이지 사본도 함께 제출) 

- 학생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 

 

3) 감호인 서류 공증용 
- 감호인 서류  

     * 하나번역 공증(임영옥실장) 555-6507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8-7 대우도씨에빛 1301 호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부모님 또는 대리인은 반드시 본인의 여권사본/신분증, 그리고 학생의 

여권번호, 한문이름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공증료 : 90,000 원) 

 

 

2. 원서 제출  
영문/국문 원서를 이메일(miya0312@naver.com) 로 1 차 발송 후 원서 원본과 1)의 나머지  

서류, 2),3) 의 서류를 우편으로 서울사무소로 발송 – 전형료 $150 은 원서 제출 시 송금 

 

 

  3. **감호인 서류 (원서 6쪽) – 중국대사관에서 사실 공증 한 후 학교제출  
 

   - 부모님이 감호인 1 명을 지정하여 **감호인 서류(원서 7 쪽) 작성 후 사실 공증을 받은 후  

(외교통상부 공증과 중국대사관 공증 필요) 학교에 제출 

 

    *감호인: 미성년자 학생이 중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부모님을 대신해서 역할을 해주시는 분 

 

1) 부모님이 감호인을 지정하실 경우: 북경거주 취업비자(Z 비) 를 가지고 북경거주 1 년 이상. 신분과  

직업이 확실한 현지인이어야 함 

Saint Paul American School 
Qinghe School District of the Second High School Attached to Beijing Normal University, 
Longgang Rd., Qinghe, Haidian District, Beijing, PRC 100192 
TEL) 86-10-8070-3420 

  

 



2)  학교측이 선정할 경우: 부모님이 요청하시면 학교에서 대리 선정하며 1 년에 $400. 

3)  공증비용 90,000 원(번역 / 외교통상부/ 중국대사관 공증); 아래 계좌로 입금 요망 

    입금 계좌번호: 하나은행 281-810390-75207 예금주: 민병권 (하나번역공증센터) 

 

 
3. 비자 발급    

 
90 일 중국관광비자(L90-VISA)를 여권, 사진 1 장, 주민등록등본을 지참 하신 뒤, 근처 중국여행사를  

통해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시는 여행사가 없으시다면 편의를 위해 서울연락사무소와 연계된  

여행사를 알려 드립니다. (모노여행사 02-738-2323) 

학생비자는 학교 입학 후에 중국학교에서 학생비자 변경업무를 일괄적으로 진행 할 것이니 염려할  

필요 없으십니다.  

 
 
 
5. 교복 준비  
 
본교의 교복 상의 및 자켓 종류는 북경 세인트폴에 도착하여 사이즈 체크 후 배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복 하의로 지정된 베이지색 면바지 또는 스커트를 미리 준비하여 오시길 바랍니다. 남학생은 긴 

바지만 허용되며, 여학생들은 무릎 기장의 스커트 또는 긴 바지가 허용됩니다.     

 

 

 

6. 항공권 구매    
 

<신입생> 

♦ 인천 -> 북경 ♦ 

출 발 일: 2 월 10 일(금) /귀국일:6 월 16 일 (KE2852 11:50 북경출발, 15:05 김포 도착) 

항 공 편: KE855 11:30-12:50  

항 공 료: 약 425,000 원  

   (운임규정; 최대 6 개월체류,환불(출발전 11 만원)/재발행시 패널티,부분환불불가,좌석승급불가) 

 

항공료 결제– 위 일정으로 개별 예약 하시거나 아래 모노여행사로 예약진행 하시면 됩니다. 

 

여권사본필수, 카드결제시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등본 첨부 

*현금결제시 ;아래 안내 드린 계좌로 반드시 학생이름으로입금 후 모노여행사 02-738-2323 (담당: 박민정 팀장)로 연락 

바랍니다.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1-593384, 예금주 THE MONO CO) 

 

*가족카드결제시 ;카드사본앞면/가족관계증빙/카드종류/번호/유효기간/할부기간/비밀번호앞두자리 

(부모님만카드가능,등본첨부)  

  

※항공료를 결제하지 않을 시, 예약하신 항공권이 취소가 되고, 유류세 변동으로 인해 항공료가 인상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인솔자와 조별출국에 관해서는 추후에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할 것이고, 또한 개별적으로 항공권을 구매하신 

학부모님께서는 단체 출국을 위해, 반드시 학생의 항공일정을 서울사무소나 학교 e-mail(beijingspas@hotmail.com)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7. 학교 비용    
전형료 $150 – 입학원서 제출시 (Non-refundable) 

입학금 $850 – 입학허가서 도착 후 (Non-refundable)  

학비 – 학비 인보이스 도착 후 명시 된 기간 내 납부 

 

 ※ 서울사무소 입금 계좌 정보  

원화 송금시:  

예금주: 세인트폴북경에듀아시아 

은행: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054-130974-01-011 

  외화 송금시: 

예금주: 엔아이에스에스아시아(주) 

은행: 국민은행 

계좌번호: 346568-11-005060 

영문계좌명: NISS-ASIA(EDUASIA) 

영문지점명: HAKDONG SAGEORI (학동사거리) 

SWIFT CODE: CZNBKRSEXXX 

 

 

 

궁금하신 사항은 SPAS 서울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 지 윤 과장 

St. Paul American School 서울연락사무소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6-14번지 배강빌딩 303호 135-897 

전화: 02) 3446-0343 

팩스: 02) 3446-7567 

 

 

 

 

 

 

 

 

 

 

 

 

 

 

 

 



 

 

   APPLICATION CHECKLIST 
 

 

 

 

 

 

 

 

 

 

 

 

 

 

 

 

 

 

 

Saint Paul American School 

www.stapulschool.co.kr 

□    SPAS Application for Admission Form  SPAS 입학지원서(원서, 건강검진서류, 동의서 서명본) 

 

□    재학증명서(영문). 

 

□    사진 10매(반명함) 

 

□    Guardian Authentication  감호인 서류 공증 

 

□    성적증명서(영문) 

 

□    학생 여권사본 

 

□    Tuition Information  학비 안내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여권사본 

 

□    주민등록 등본(한글 1, 영문 1) 

 

□    90일 체류 가능한 관광비자 

 

□    항공권 발권 

 

□    교복 준비 (하의) 

 



Saint Paul American School 
Application Form 

DEMOGRAPHIC INFORMATION
Please Type or Print Legibly in Black Ink 

Date of Birth  Month    Day     Year 
Gender 

 

 Male  Female 

Please 
Attach 
Recent 
Picture

Student Name 
  Family Name          First     English (if applicable) 

School 

Elementary School:_______________________ 

Middle School:__________________________ 

High School: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urrent Grade: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Street          C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State/Province                 Postal Code 

Telephone 

Birth Place __________  _________ 
  City                Countr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untry Code       Area Code       Number 

Citizenship __________________________ 

Mother Father
Name Name 

Passport Number Passport Number 

Name of Workplace Name of Workplace 

Cell Phone Number Cell Phone Number 

E-mail Address E-mail Address

Do you speak English?  Yes   No Do you speak English?  Yes   No 

Applying for Grade:

Full Name of Current School: 

Applying for: Academic Year 
(September to June)

     Fall Semester      
        ( September to January) 

Spring Semester 
(January to June) 

 No 
 Yes  No 
 Yes  No 

Have you have applied to SPAS before?    Yes   No 
How many years of English language study have you had? 

Have you had experience living at school in dorms?    Yes 

Do you plan to graduate from St. Paul American School?      
Do you plan to attend a college or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If yes, what do you plan to study?  
Please include any transcripts from previous schools

Admissions:
Registrar:
Counselor:

For Official Use only
Medical:
Administration:



Medical Information 
The parent or guardian of the applicant should complete this report on the applicant’s medical history, current health and immunization to 
the best of their knowledge. If there are any changes or updates to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the parents or guardians must be 
inform the school as soon as possible. 
PART I - MEDICAL HISTORY  
Check any of the following that the applicant has or had: 

    Allergies Eating disorder Measles Polio 
    Appendicitis Enuresis   Mumps Scarlet Fever 
    Appendix removal Headache Menstrual disorder Seizure disorder 
    Asthma Hepatitis Parasites Sleep disorder 
    Chicken pox Goiter Pneumonia Tonsils Removal  
    Cough (persistent) Hernia Rheumatic fever Tuberculosis 
    Diabetes Mellitus Malaria Rubella; Year:_______ Vertigo 

Has the applicant ever been hospitalized:  Yes No 
If “yes,” please give the date and diagnosis of each illness or accident: 

Is the applicant taking any medication at this time? Yes No 
If “yes,” please list medication(s) and reason(s): 

Check any of the following systems where there any abnormalities. 
Cardiovascular system Menstrual Cycle Respiratory System 
Ears, Nose, Throat   Musculoskeletal Skin (acne, etc.) 
Eyes Metabolic/Endocrine Teeth and Gums 
Gastrointestinal Neuropsychiatric Other_________________ 
Genito-Urinary System Pelvic 

Please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for anything checked: 

Is the student now under treatment for any medical or emotional conditions? Yes No   
If “yes,” please explain: 

Recommendation for physical activity: Unlimited Limited (please explain) 

Your opinion on the student’s state of health: Excellent Good Fair Poor 

PART III - Immunization Record 

According to China Law, all students must receive certain immunizations in order to be enrolled in school.  Therefore, a student will 
not be enrolled in classes at St. Paul American School unless he/she has received all of the required vaccinations.  

Instructions: 
1. This form must be completed by a physician.
2. For each vaccination/test, the month, day, and year must be recorded. Attach additional documentation as necessary.
3. If the student has had the disease, the date and treatment should be recorded in the appropriate column.
4. Carefully review the guidelines for each inoculation to determine if the student has received the required number of doses.

Please note that all medication must be administered by Saint Paul American School Staff.

PART II - PHYSICAL EXAMINATION OF STUDENT  

Saint Paul American School 
Application Form 



1st Dose 2nd Dose 3rd Dose 4th Dose 5th Dose History of Disease 
Type of Vaccine Mo/Da/Yr. Mo/Da/Yr. Mo/Da/Yr. Mo/Da/Yr. Mo/Da/Yr. Date/Treatment 
Polio 
Requirement: at least 3 doses of Polio Vaccine 
Diphtheria, Tetanus, and Pertussis 
(DTaP, DTP)  
Tetanus Diphtheria (TD) 
Pertussis 
Requirement: At least 3 DTP doses AND one Td shot at age 11 or older.  However, If a Td was given after the 7th birthday, it must be repeated 10 years after the 
last dose. Note: If student has not been vaccinated for Pertussis, he/she does not need to be (children age 7 and older are not given this vaccine).  
Measles, Mumps, Rubella (MMR)   
Requirement: 2 doses, both given after 12 months of age. If the first dose was administered prior to the student’s first birthday, a third dose is required.  

Hepatitis B (Hep B) 
Requirement: 3 doses. A 3rd dose is not required if documentation of the alternative 2-dose schedule is provided.  
Varicella (Chickenpox) 
This immunization is not required, but is recommended for students who have not had chickenpox disease. Please indicate history of this disease above. 
Bacillus Calmette-Guerin   
This is not a required 
TB Skin Test (Mantoux)   Date Given 

(Mo/Da/Yr.) 
Time Given  Date Read  

(Mo/Da/Yr.) 
Time read 

Result:______ mm Positive           Negative 
Chest X-ray Date Given (Mo/Da/Yr.) Results/Treatment: 

Requirement: Student must have a TB test within 6 months prior to arrival at School. If TB Skin Test is positive, the student must have a chest x-ray and submit the 
results to the school.  

Saint Paul American School 
Application Form 

Student Pledge of Conduct 
To be read, signed and dated by the student. As an SPAS student, you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take part in a unique and challenging program. We hold high standards for our students and expect 
that they will conduct themselves in a responsible manner and be good representatives of their home 
countries.  Please read the following statements and sign your name below as a pledge to uphold these 
standards of conduct. 

1. I will be open to meeting new people and learning about other cultures.
2. I will share my culture with others and will be a good representative of my home country.
3. I will treat all students, teachers and staff with courtesy and respect.
4. I will speak English throughout the school day.
5. I will take my classes seriously and will do the best work that I can.
6. I will do my own work in my classes and will not cheat on assignments and tests.
7. I will not smoke, drink alcohol, or do drugs, regardless of my age.
8. I will treat all school property with care and respect.
9. I will abide by all school’s rules (SPAS Code of Conduct) and administrative directives. I will

encourage other students to do the same.
10. I will do my best to have a positive experience and to create many wonderful memories during

my time at SPAS.

Full name of Student (Please Print) Signature of Student Date 



PARENTAL WAIVER AND RELEASE OF LIABILITY 

To be read, signed and dated by the student and both parents or legal guardians. 

Medical Release 
In case of illness, accident or injury, we, the undersigned, grant permission to examine and treat our child, whose signature 

appears below, at an appropriate medical facility and to make referrals to outside physicians and facilities as indicated. We grant 
permission to release information regarding our child’s health to any individuals designated by St. Paul American School, its 
Overseas Partners or its representatives.   

In anticipation of my son’s/daughter’s (child’s) acceptance to participate in the St. Paul American School academic program, 
we, the undersigned (student and parents/legal guardians) hereby release St. Paul Preparatory School, its Overseas Partners, its 
Board of Directors, Agents, Community Coordinators, and Host Families from any and all current and future claims, charges, 
costs and/or causes of action for loss of property, personal injury, illness, accident or death sustained by my child during the time 
that he/she is a participant in the program, whether covered by current insurance or not. I further agree to indemnify and hold 
harmless all of the above named from any and all liabilities, including liabilities to third parties, which may arise from my child’s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including all activities specified herein, in the Standards of Conduct, and elsewhere.   

We, the student and parents, certify that all information provided in the application is correct and complete, including medical 
and inoculation history. We understand that withholding information and/or providing incorrect information is grounds for 
possible termination from the program and repatriation at the parents’ expense with no refund of program fees. We also 
understand that it our responsibility to contact the school if any information on this form changes or needs to be updated.   

Off Campus Release 
I, the undersigned, parent or legal guardian, acknowledge the inherent risk involved in my child going off school campus. 

Accordingly, for my child to be allowed to leave school premises, I agree to the following: 

1. I acknowledge and fully understand that upon leaving school premises my child might be engaging in activities that involve
risk of any cause of action, claim, or demand, including one related to bodily injury, property damage, death or accident
which might result not only from my child’s actions, but also from the action, inaction, or negligence of others; and further,
that there may be risks not known to me or not reasonably foreseeable. I agree to inform my child about the potential dangers
of the area he/she will travel to and precautions he/she should take. Despite precautions, accidents, and injuries that can occur,
I understand that the transportation may be dangerous and that my child may be injured and/or lose or damage personal
property. On behalf of myself and my child, I agree to assume all these foregoing risks and accept personal responsibility for
my child when he/she is off campus.

2. On behalf of myself and my child, I release, discharge, waive, and covenant not to hold Saint Paul American school liable,
and all their respective agents, affiliates, associates, officers, directors, owners, and employees (collectively
“releases”) from demands, losses, or damages on account of any injury, death or damage to property, caused or alleged to
be caused in whole or in part by releases or any other party’s actions, inaction, or otherwise; and I agree to indemnify
releases from any and all third party claims caused in whole or in part by my, or my child’s, actions.

3. On behalf of myself, and my child, I fully agree with rules of Saint Paul American Rules applied to the student going off
campus which are:
a) The natural parent/s must send email confirmation of his/her consent to the school 2 days prior to child’s leaving the

campus. The email should include date, time, and authorized person’s name and valid contact number. The student must
return by 21:00 p.m.

b) My child must provide their Identification Card to leave and to return to campus.
c) The School has sole discretion over whether the pass will be issued.

I have read both the above Medical Release and Off Campus Release and understand that by signing below, I have given up 
substantial rights on behalf of my child.  

Signature of father/Guardian Print full name Date 

Signature of mother/Guardian Print full name Date 

Signature of student Print full name Date 

Saint Paul American School 
Application Form 



                         Saint Paul American School 
                Student Questionnaire 
                              (To be completed by the applicant in English.) 

 

1. How do you feel your culture and society differ from American culture and socie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Describe your relationship with your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What activities do you generally take part in with your famil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Please describe any dietary requirements you might have for religious or any other 

reason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What are your academic and career goals? (If undecided, discuss the possibilities 

that you are consider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aint Paul American School  

Application Form  

PARENTAL WAIVER AND RELEASE OF LIABILITY (한글 번역본) 

-학생 의료보호에 관한 허가/책임 면제 & 학생 외출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 

 

 학생 의료 보호에 관한/허가 책임 면제 동의서 

만약 학생이 사고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었을 경우 담당 교사의 동행 하에 합법적인 의료기관에서 이를 검사하고 

치료를 하며 더 나은 치료를 위해 부모님 동의 하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동의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건강에 

대한 모든 자료를 학교에 제공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접종 및 검사를 할 것을 허가합니다. 세인트폴 미국학교에 입학한 후 참가하는 학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중 학생에 

의해 발생하는 재산손실에 따른 비용, 개인적 손상, 질병, 사고 또는 질병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책임질 것을 

이해합니다.  

본 서류에 학생에 대해 제공한 의료 정보는 모두 정확하며 사실인 정보임을 증명합니다.  학생의 의료 정보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제공하여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모든 책임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있으며, 이를 결과로 학교에서 

학생을 학기 중 중도 귀국 시킬 권리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학생에 대한 의료정보 중 추가적인 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학교에 알려 줄 것을 약속합니다.  

 

 학생외출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 

부모 혹은 법적 책임자로서 아래 사인한 본인은 자녀에게 학교캠퍼스 밖 외출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인지하며 이하 사항을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1. 본인은 자녀가 학교캠퍼스 밖을 나감으로써, 자녀에 의해서 뿐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상해, 

재산훼손, 사망, 사고를 포함한 모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요소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본인은 

자녀에게 외출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려 줄 것을 동의하며, 이러한 상해 및 

사고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이용에 대한 위험성, 혹은 기타의 상해 및 재산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본인과 자녀를 위임, 대표하여, 자녀의 학교캠퍼스 밖 외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의 위험요소의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으며, 이에 학교 밖에서의 자녀의 안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2. 본인과 자녀를 위임, 대표하여, 본인은 자녀의 외출을 허락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상해, 사망, 재산손해에 

대하여 본 세인트폴 미국학교와 다른 모든 직원들 그리고 유학원을 포함한 모든 관계 기관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부분적이나 전적인 책임이 있는 

행위에 대한 손해를 타인이 요구하는 경우, 배상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3. 본인과 자녀를 위임, 대표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은 세인트폴미국학교의 규정에 동의합니다. 

a. 부모님께서 자녀의 외출당일 2 일전까지 정확한 날짜, 출발, 도착시간, 승인된 성인의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외출을 허가하는 이메일을 보내야합니다. 학생들의 학교 복귀시간은 늦어도 저녁 

9 시까지 입니다. 

b. 본인의 자녀는 외출 할 시 반드시 본인의 학생카드를 가지고 외출하고 복귀합니다.  

c. 본교는 학생의 외출증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 학부모님과 학생의 서명은  8 페이지의 하단 서명란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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监 护 人 委 托 书  

学生情况 

    姓名：                         性别：                    出生日期:                                        _                 

护照号码:_______________________ 

委托人情况： 

    姓名：             性别：             出生日期：                     

护照号码：             工作单位：                              

现住址：                                                       

电话：                            

受托人情况： 

    姓名：             性别：              出生日期：                    

护照(身份证)号码：                                      

工作单位：                                              

现住址：                                                

  电话：                                 

我是       国学生            的父、母亲，现委托          先生、女士为该生在北京师范大学第

二附属中学学习期间的监护人。 

委托人签字：                                         

年    月     日 

根据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北京市教育委员会、北京市公安局对来华在中小学学习的外国

学生必须有监护人的规定，请您按以下规定委托学生的监护人。 

学生监护人条件： 

外国学生在中小学学习期间，其父母不在北京常住的，应由学生的父母正式委托在京常住的

外国人或在京有常住户口的中国公民作为监护人。 



 

※ 중국의 법규  

만약 학생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음이 명백하거나 반 사회적, 비 도덕적인 행동 등으로 공안

으로부터 구류 혹은 강제추방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학생은 학교에서 즉각 퇴학 처리가 이

루어지며 동시에 학생 비자도 취소되어 곧바로 귀국조치를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 발

생시 모든 발생 비용은 부모님 혹은 한국 법적 보호자가 일체 부담하게 됩니다. 

 

소주, 맥주, 와인 등을 포함해 고체 액체 등 형태에 관계없이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 및 음식

을 마시거나 섭취하는 행위는 재학 중에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교가 위치한 미국 미네

소타주의 법을 따라 교내에서 21세 미만은 음주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재학기간 동안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기숙사 및 교내에서는 중국의 법에 명시된 흡연 

제한에 따라야 합니다.  

 

2. 학생은 항 정신성 의약품 및 법에 저촉되는 약품을 사거나, 팔거나,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의사 또는 건강전문가에 의해 처방 되지 않은 약을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타인의 재산, 신체적, 정신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거나 행위에 동참 해서는 안됩

니다. 이로 발생되는 일에 대한 책임은 자녀가 미성년자 일 경우 학부모가 전적으로 모

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학교 내외에서 절도 및 강탈 행위 등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

이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및 학교 간 스포츠 참여, 학비 
 

Saint Paul American School, Beijing campus는 학생들이 학업은 물론 교내 각종 활동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내 시설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Saint Paul American School 

부모 학생 동의서 

본 학교의 목적은 Saint Paul American School의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중국어  

교과 과정을 가르침으로써,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육성시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

의 외국학생들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 및 면학분위기 조성, 건전한 기숙사 생활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조치가 취해지거나 학교에서 학업

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수 있습니다. 재학 중 출석률, 태도 등은 학생의 평가에 매우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만약 학

생이 명시된 학교 규칙 및 사회적 통념 범위를 벗어난 문제들이 있다고 판단 되거나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등에는 학교에서 행정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1. 학생은 학교의 모든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수업에는 정해진 시간에 출석해야 합니다. 각 

학년에서 필요한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수업시간 중 출석, 퀴즈, 숙제, 발표 등을 충

실히 이행하여 최소한 평균 “C”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학기말 평균 GPA가 2.0 이하 

이거나 C- 성적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학사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학생들은 미국 교과과정 시간 8:00 a.m.- 2:20 p.m.에 따르게 됩니다. 중국어 수업 은 월~

목요일 2:25~5:20 p.m., 금요일 1:35~3:50 p.m. 토요일 9:30am-11:55 a.m.에 수업을 실시합

니다.  

 

3. 학기 시작 한달 전 학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이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납기일 까지 학

비 납부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4. 학교에서 제공하는 파워스쿨 (https://nacel.powerschool.com/public/) 을 이용하시면 자녀

의 학업 및 출결상황 등을 상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파워스쿨 사용법 및 아이디는 학

기초에 부모님의 이메일로 통지를 해드립니다. 학생의 생활 태도에 따라 주의 및 경고조

치가 주어질 수도 있으며 주의조치 3회는 1회 경고, 2회 경고 시 정학, 3회 경고 시 퇴학 

조치 됩니다. (학생이 학교 규정에 의해 퇴학을 당할 시 수업료 및 일체경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참조 1-등록금환불규정   

 

5. 학생들은 자유시간 동안 도서관 및 교내 매점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철저하게 이용 시

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아침, 점심, 저녁은 교내 뷔페 식당을 이용 하여 식사를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교

내 뷔페 식당에 음식 반입 및 반출은 절대 금지 되어 있습니다.  

 

※ 기숙사 생활  
 
기숙사는 남, 녀 각기 다른 건물의 기숙사를 사용하며 2인1실과 3인1실로 되어있습니다. 학

생들은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기숙사내에는 세면실, 화장실, 샤워실, 

에어컨, 책상, 침대, 옷장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한국인 및 중국인 사감 선생님들의 책임하에 

생활관리가 이루어 집니다. 기숙생활 중 다음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주의 및 경고 조

치가 이루어 집니다..  

 

1. 매일 (휴일 포함) 기숙사 사감이 각 방의 순찰을 실시하며, 부재상황, 노트북/핸드폰 반납 

시간 및 각방의 정리 정돈 상태를 매일 체크합니다. 학생들은 매일 밤 11시에 전자기기(노

트북, 핸드폰, 태블릿)를 모두 사감선생님에게 반납합니다. 

 

2. 매일 밤 11시 이후에는 외부로 출입이 완전히 통제되며 일체의 외출이 금지됩니다.  

순찰 시간 이후 긴급 외출 및 외박은 동의서에 동의한 학생의 부모님과 직접적인 전화 통

화 후 외박여부가 확인된 학생에게만 허가 됩니다.   

 

3. 기숙사 내에서 필요이상의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를 내는 등, 다른 학생의 휴식과 공부

https://nacel.powerschool.com/public/


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4. 기숙사내에 이성의 출입이 절대 불가하며 음주, 도박, 흡연, 폭행 및 시간외에 무단외출 

등의 행위를 엄금합니다. 

 

5. 오후 11시 이후에는 타 학생의 방에 머물 수 없으며, 수면은 반드시 본인의 방에서 취해

야 합니다. 

 

6. 따돌림, 괴롭힘, 집단 폭행 또는 사감 선생님의 정당한 지시에 반하는 행위는 학교의 질

서확립을 위해 절대 용납 하지 않습니다.  

 

7. 기숙사내에서 TV, 전기장판, 냉장고, 다리미 등의 전기제품 사용은 전기 및 화재 관련 사

고방지를 위해서 사용을 엄금합니다.  

 

8. 기상 시간은 반드시 엄수하여야 합니다.  

 

9. 기숙사 기물 파손 시에는 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가족의 방문 및 재학 중의 여행 
 
1. 본국으로부터 친 가족이나 친구가 빈번히 방문하는 것은 학생이 자립심을 키우거나 본 

학교에 적응하는데 커다란 방해요소가 됩니다. 가능하면 학생의 원활한 유학생활 적응을 

위하여 자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방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 

관리자로부터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2. 학생이 혼자 또는 친구들과 같이 북경 지역을 벗어나 여행할 수 없습니다.  

 

3. 학생이 혼자 또는 친구들과 같이 길에서 차를 절대 얻어 타서는 안됩니다. (hitchhiking 

엄금)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학교로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4. 가족이나 학교로부터 확인된 성인 (25 세 이상), 승인된 단체 (교회, 학교 등)와의 숙박이 

포함된 여행은 학교 관리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중국의 주숙등기 정책과 관련이 

있으므로 학교 관리자는 모든 여행에 대해 파악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상시에 

학생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5. 여행을 가는 경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여권은 항시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 분실 주의)  

 
※ 복장과 용모 
학생들의 복장과 용모는 학교 규정에 따릅니다.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벌점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1. 등교부터 하교 사이의 시간 에는 반드시 정해진 교복을 착용 하여야 합니다. (학교 지정 

흰색 셔츠, 타이, 폴로셔츠, 하의(베이지색 바지/치마), 학교 지정 외투) 

 

2. 통학 복장은 깨끗하고 정결 하여야 하며, 매니큐어, 과도한 화장, 반지, 귀걸이, 피어싱 

등의 착용을 금지 합니다.  

 

3. 염색을 금하며 두발은 항상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교내 안전  
 

1. 전문 경비회사와 계약을 하여 순번 근무제를 실시, 24 시간 근무를 실시하며 엄격한 

등기관리제를 통해 교내 거주 학생들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합니다. 학교 출입은 

전자출입카드가 있어야 가능하며 없는 경우 신분증 및 출입시간을 기록 후 출입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외출이나 외박허가를 받아 나갈 경우 행정실 에서 학생 출입 허가 

카드에 출입시간을 입력해 드립니다. 학생이 급한 일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학부모 혹은 학교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의무선생님은 24 시간 근무제를 실시합니다. 의무실 퇴근시간(17:00) 이후에는 의무 

담당자가 상주하고 있으므로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과정 시간 중 몸이 불편하여 의무실에 갈 경우 반드시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가야 

합니다.  

 

 

[참조] 학비 환불규정  

1. 학생은 입학 시 최소 1 년 이상 재학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학기시작 한달 전에 1 년 

학비는 반드시 완납되어야 하며, 단 부득이 하게 1 년 학비를 학기시작 한달 전에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그에 따른 타당한 이유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학생이 학교 규정에 의해 퇴학을 당할 시 수업료 및 일체경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3. 등록금 납부 후 환불 규정을 아래와 같습니다.  

 * 환불규정 (1 년 학비 기준) 

학기 시작 전 학기 시작 후 

30 일 전 수업료 100% 

환불 불가 19~29 일 이내 수업료 70% 

1~14 일 이내 수업료 50% 

       

Saint Paul American School 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신 후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세인트폴 미국학교는 중국과 미국 교육부 법규, 학교 

교칙 및 규범을 존중하고 따라 할 의무가 있으며, 학생이 이와 같은 규정을 어길 시에는 

학교의 학사 규정대로 처리 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학부모 혹은 법적보호자 

이름 
 

 

서명 
 

 

학생 

이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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