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ent/Guardian Enrollment Agreement
The Parent/Guardian Enrollment Agreement must be read and signed by the parent or
guardian upon student’s enrollment. This agreement will be effective throughout student’s
enrollment at KIS.
1. The parent/guardian acknowledges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school’s Student/Parent Handbooks and
understands theschool’sregulations. Theparent/guardianandstudent will make every effortto establishand maintaina
sound learning environment.
2. The parent/guardian agrees when visiting KIS campus for school events, meeting with teachers and/or volunteering, for
the safety of students, to obtain Vehicle and Visitor’s Passes and abide by School Visitor’s Regulations.
3. The parent/guardian will biannually submit renewed Student Medical Reports as requested by the school and must
notify the school of a student’s newly diagnosed illness, injury, and physical conditions.
4. The parent/guardian acknowledges and agrees with the Payment Schedule and Refund Policy.
5. The parent/guardian acknowledges and agrees with the School Bus Policy and Regulations.
6. The parent/guardian agrees that a 3rd party contractor provides transportation services and cafeteria services and
complies with the policies set forth by the company and the school.
7. The parent/guardian will avoid creating intolerance or disharmony with members of the school community and will
avoid behavior that may damage the image of the school or the staff.
8. Theparent/guardianunderstands thatKIS Extracurricular Activities (Outdoor Activities or FieldTrips, etc.) are helpful
for student enrichment but have morerisks thanthoseof regular classes. Parent/Guardianwillgiveauthorizationto KIS
facultyandstaff to provideappropriatefirst-aidtreatment if neededand will permit student to be sent to hospitalwithan
escort if necessary.
9. KIS has all rights to student photos/videos taken in class or during activities for the purpose of school promotion and
parent/guardianagrees to allowKIS to usestudent photos/videos for KIS publicityand will not takeany legalaction for
portrait rights violations.
10. The parent/guardian acknowledges that school will not be held liable for disadvantages or miscommunications in
school bus information, report card distribution, cafeteria, billing communication etc. caused by parent’s/guardian’s
failure to provide updated contact and/or emergency contact information.
11. The parent/guardian will maintain student’s entrance eligibility that was met at the time of admission to KIS. If found
at any time during student’s enrollment at KIS that student’s admission eligibility is no longer valid or that eligibility
information was not valid at time of application, student will be asked to withdraw from school.
12. Parent/Guardian agrees to resolve concerns respectfully through proper channels maintaining confidentiality at all
times.
I understand and agree with all above contents and policies. I consent to comply with the aforementioned
policies throughout my child's enrollment at KIS. I understand that failure to comply with the above
agreements and Korea International School's Rules and Regulations may result in cancellation of admission
or student withdrawal from KIS.
Name of Student :

Grade :

Name of Parents :

Date :

Parents Sign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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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보호자 입학동의서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KIS 등록시 반드시 입학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며, 이는 학생의 재학기간 동안
유효하다.
1. 학부모/보호자는 학교의 정해진 운영규칙과 지침(Student/Parent Handbook)을 받아들이고 이행할
것이며,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발전을 위해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 모두 노력한다.
2. 학부모/보호자는 학교행사, 교사상담, 자원봉사 등으로 인하여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 학생들의 안전
과 보호를 위하여 차량 패스 부착, 방문출입증 착용, 출입 신청서 작성 등의‘학교 방문자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학부모/보호자는 학교의 요구에 따라 매 2 년 Medical Report 를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학생의 질병, 상해 등 건강상태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4. 학부모/보호자는 규정된 수업료 납부기준 및 환불규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
5. 학부모/보호자는 스쿨버스 이용규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
6. 학부모/보호자는 제 3 의 계약자가 학생수송업무 및 카페테리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학교와 제3 자의 합의된 운영규칙을 준수한다.
7. 학부모/보호자는 학교 커뮤니티 멤버와의 이견이나 부조화의 발생을 막으며, 학교나 직원의 이미지
를 손상시키지 않을 책임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8. KIS지휘하에 진행되는 교외활동 (Outdoor Activities or Field Trips, etc.)은 학과공부에 도움이 되는
활 동이지만, 일반 수업보다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보호자는 자 녀가 부상당할 경우 아이가 적절한 응급처치 혹은 병원후송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KIS교사 및 직 원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학생을 교외활동에 참여시킨다.
9. 학교 홍보 목적으로 수업이나 기타활동에서 촬영된 학생사진/동영상에 관한 모든 권리는 KIS가
갖고 있으며, 학부모/보호자는 자녀의 사진/동영상이 KIS홍보활동에 이용될 수 있음에 동의하며,
초상 권 침해 등의 법적대응을 하지 않는다.
10. 학부모/보호자는 주소 및 비상연락처의 변경 미통보로 인한 학교의 학사안내정보, 성적발송, 스쿨
버스 정보 등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1. 학부모/보호자는 KIS 입학당시의 입학자격조건을 재학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한다.
입학자격요건이 유지되지 않거나 입학시의 자격정보가 유효하지 않을 때에는, 재학기간 이라도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 될 수 있다.
12. 학부모/보호자는 항상 긴밀히 적합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존중하는 자세를 취할 것에 동
의한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KIS재학기간 동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상기 내용을
포함한한국외국인학교의 규칙과 규정 불이행시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학 생 성명 :

학 년:

학부모 성명 :

날 짜:

학부모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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