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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Q 중고등학교 책자     2019-2020 
 

일반 정보 

 

목적 

ISC 컨소시움은 배우고 사랑하고 이끄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K12 전인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전 

소명감과 함께 섬기는 마음을 품은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하는 것 

 

가치 

본교는 학생들을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는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 가족, 지역 사회에 

다음과 같이 세가지 약속을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다음의 사항들과 함께 배우고 사랑하고 지도하게 될 것입니다. 

 

ISQ 역사 

International School of Qingdao (ISQ)는 청도 MTI 국제 학교라는 이름으로 1996 년 MTI 

(현재 LDI) 직원들의 자녀들, 청도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지역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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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설립 되었습니다. 1996 년 가을 #1 Middle School of High Tech Park 라는 장소에서 

3 개의 교실을 시작으로 개교하였습니다. 초기에는 8 명의 학생으로 시작했고 학기중 

5 명의 학생이 추가로 등록하였습니다. 첫번째 교직원으로는 2 명의 정규직 교사와 

3 명의 중국인 보조 교사를 고용 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35 명의 학생들과 5 명의 정규직 

교사 그리고  현장의 사무 관리인을 고용할 만큼 학교가 발전하였습니다. 

ISQ 는 1998 년 8 월부터 2007 년 7 월까지 Qingdao Children’s Activity Center 안에 

있는 Children’s Club 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2007 년 ISQ 는 학교 건물을 백산 캠퍼스로 이전하였고 2011 년에는 만 2 세부터 6 세의 

어린이를 위한 조기 교육 센터 ECC 를 야마이 근방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2017 년 ISQ 는 ECC 와 1-12 학년을 위한 교육기관을 이창 캠퍼스로 이전하였으며 

유아반부터 12 학년까지 한 캠퍼스 안에서 효과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ISQ 에는 360 명이 넘는 학생들과 50 명의 외국인 교사, 몇몇의 중국인 교사와 

중국인 보조 교사 그리고 60 명이 넘는 서무 관리자들과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년의 규모는 주니어 F 반 (만 3 세)부터  12 학년까지 있습니다.  

 

건학 이념 

본교는 인종, 성별, 피부색이나 신앙 신조와 관계 없이 모든 학생에게 역사적인 서양 

유대 기독교적 원리를 바탕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교과과정은 

학생들이 다문화가 교차되고 있는 현재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훌륭하게 시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본교는 학생이 학교의 전문적 교육을 받고는 있지만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교육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학교의 역할은 학생이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자아를  발견하고 또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육은 각 

학생마다 이러한 부분들을 깨달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발전해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본교는 학생이 마음과 생각 그리고 신체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할 때 평생 교육이 

이루어 진다고 믿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저희는 대학 준비 학업과 같은 탐구적인 

활동이 가득한 도전적인 학문을 배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필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스태프와 학교의 상황으로 인해 학생의 필요를 

모두 제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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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협회 

ISQ 는 2017 년에 서양의 학교,대학 협회(WASC), 커리큘럼과 교과서 국립 센터(NCCT) 

로부터 6 년간 유효한 공인을 받았습니다. 

 

ISQ 는 또한 국제 학교 협력단(ISC),중국,몽골 국제 학교 협회(ACAMIS) 그리고 칭다오 

국제 학교들 네트워크(QISN), 동 아시아 학교 자문의원회(EARCOS)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중고등학교 과정 

 

기관 

ISQ 중고등학교는 우수한 미국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 세계 최고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편성됩니다. 매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6 개의 기본 과목은: 영어, 

중국어, 수학, 과학, 사회, 철학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체육과 미술, 음악 및 다양한 

선택과목을 수강하도록 요구됩니다. 

 

한 학년도 

보편적으로 학교는 8 월 중순에 시작하여 6 월 초에 마칩니다. 한 학년도는 두 학기로 

나눠져 운영되며 한 학년도에 대략 170-180 일의 수업일이 있습니다.  

 

수업일 

학교는 오전 8:00 에 시작해 오후 3:00 에 마칩니다. (반 나절 수업은 오전 11:30 분에 

마칩니다).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학생은 오전 7:30 분 전에 등교할 수 없고 방과후 특별 

활동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오후 3:10 분 전에 하교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오후 

3 시 10 분 이후에 캠퍼스에 남아있을 경우, 선생님의 허락과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교통은 학교 주최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고 미리 교통 이용 등록을 한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오후 3 시 20 분 이후에는 교통 리스트에 이름이 적혀있는 학생들에게만 

교통이 제공됩니다. 이는 학교 휴무일에 캠퍼스에 남아있게 됨을 선생님에게 허락받은 

학생들은 교통편을 스스로 편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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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학년에 따라 수업스케쥴이 다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부록 1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 

ISQ 고등학교 학과 과정, 학과 정보에 대한 설명은 ISQ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isqchina.com  

 

고등학교 학점 추가/취소 방침 

학생들은 학기 시작 후 2 주간 학점을 추가/포기할 수 있습니다. 2 주의 학점 추가/포기 

기간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학년별 최소 요구 수업 개수를 만족할 경우에만 학점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9,10,11 학년 - 7 개의 수업, 12 학년- 6 개의 수업. 추가/포기 기간 

이후에 포기한 학점은 성적표에 Withdraw Passing(WP) 또는 Withdraw Failing(WF)로 

표기됩니다. WP 표기를 받기  위해서는 수업에 통과해야하며 11 월 1 일(1 학기) 또는 

4 월 1 일(2 학기) 전에 포기해야 합니다. WP 는 GPA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입생을 제외한 학생들은 학교 개학 일주일이 지나면 AP 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수업 이중 등록 

한 학년도에 같은 부서에 포함된 2 개 이상의 수업 등록을 원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해당 과목 부서장(HOD)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서장은 교사들로부터 추천 

여부를 물을 것입니다. 

반 편성 시험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은 수학과 중국어 시험 그리고 입학여부를 위해 ELS 시험을 

보게 됩니다. 흔치는 않지만, 학기 중에 중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의 의견으로 

수학,중국어,ELS 반 편성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졸업 요구 조건 

고등학교에서 총 24 학점을 이수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9 학년부터 12 학년의 

학생들은 한학기를 마칠때마다 반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F 를 받았다면 학점은 

없습니다.  

 English Language Arts(영어)      4 학점 

 Social Studies(사회)      3 학점(Economics 요구됨) 

 Sciences(과학)        3 학점 

http://www.isqch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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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hematics(수학)      3 학점 

Philosophies(철학)  

• 2021-2022 학년도 또는 이 전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학기마다 0.5 학점을 

수강해야 함(시니어 학생들의 Understanding the Times 수업을 포함) 

• 2021-2022 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학점 요구 사항이 추후에 

공지될 예정이나 2019-2020 학년도에 모든 9 학년들은 Grade 9 – level 

philosophy 수업을 수강해야함. 

 Foreign Languages(외국어)    2 학점(한 언어에서 2 학점 권장)  

 Fine Arts(예술)      1 학점 

             PE & Health (체육& 건강)  2 학점** 

• 2021-2022 학년도 또는 이 전에 졸업하는 학생들: 

o 체육 1.5 학점 

o 건강 0.5 학점 

• 2021-2020 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체육/건강 통합 학점 요구 

 

* AP 중국어 시험에서 5 점을 받거나 HSK5  또는 HSK6 를 통과한 학생들은 외국어 

과목에서 2 학점을, HSK4 를 통과한 학생은 외국어 과목에서 1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2 학점이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입니다.  

** 한 학년동안 2 개의 Varsity 운동팀에 참가한 학생은 체육 과목의 ½ 학점을 받게 

됩니다. 한 학년동안 3 개의 Varsity 운동팀에 참가한 학생은 체육 과목의 1 학점을 받게 

됩니다. 운동팀에 참가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학점은 1 학점입니다. 한 학년동안 

3 개의 JV 팀에 참가한 학생들은 ½ 학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운동 팀에 참여해 

학점을 받은 학생들도 ½ 체육 학점을 받아야 합니다. 운동팀 참가로 체육 학점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학년 초에 상담 선생님과 운동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운동 

활동을 통해 체육 학점을 받는 제도는 iSC 리더십 팀으로 부터 검토되었습니다. 

 

조기 졸업 

학생은 다음 학년도에 졸업 할 수 있도록 조기 졸업 신청서를 2 월 28 일까지 

상담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 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최소  3.0 의 GPA 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음 학년도 1 학기에 모든 필요한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표준화 된 시험: SAT,ACT,MAP 

2007 년 8 월부터 ISQ 는 미국 교육 평가 기관으로부터 SAT 시험과 (Scholastic  Aptitude 

Test)와 PSAT 시험(Preliminary Scholastic Aptitude Test)을 볼 수 있는 SAT 시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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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았습니다. ISQ 는 9-11 학년을 위한 PSAT 시험을 매년 10 월에 제공하고 있고 

학생들을 위한 SAT 시험을 일년에 여러번 제공하고 있습니다. SAT 시험을 위한 비용은 

학부모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2015 년 초에 ISQ 는 미국 대학 시험 (ACT)를 볼 수 있는 장소로 선택되었습니다. 시험 

수수료비는 학부모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일년에 두 번 9 월,4 월달에 6 학년부터 10 학년까지의 학생들이 MAP 시험을 보게 

됩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읽기, 수학, 언어, 과학 시험을 보게 되며, 9,10 학년 학생들은 

읽기, 수학, 언어 시험을 보게 됩니다. 평가 점수는 각 학생들과 각 반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학생의 수학, 영어에 관한 실력 향상 과정을 연구하며 교육 방법과 그에 따른 

보충 활동을 계획, 선정하고 학습 과정과 교육 활동 교정 등에 사용되어 집니다. 

 

영어 보조 학습(ELS) 

학생이 영어 교육 환경에서 성공적인 영어 학습자 로서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 영어 

언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ELS 수업에 배정되어 집니다. 한 학년 동안 학생의 

필요와 학생에게 주어지는 학습 과정이 적절한지 관찰할 것이며 ELS 수업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풀아웃(Pull-out) 수업은 중국어 시간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며 영어 학습에 

초점이 맞추어 집니다. 

• 컨텐츠 ELL(CELL)은 자세한 내용 중심인 ELS 교수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메인 

클래스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어 집니다.  

• 푸시인(Push-in)수업은 평소 수업 중 이루어지며 ELS 선생님과 과목 담당 

선생님과의 공동-수업 입니다. ELL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 

집니다.     

• 인텐시브 수업은 언어의 4 요소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의 필요에 따라 수업 개설이 되어 집니다. 

 

고등학교에서는 9 학년에게만 최소한의 ELS 가 제공됩니다. 

 

AP 과목 

AP 과정은 학생들이 5 월 컬리지보드 AP 시험을 준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이 국가 교과고정은 컬리지보드 AP 표준 기준을 가르치기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 교수들에 의해 고안되어졌습니다. AP 강좌는 특정 과목 영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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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히 배우기 원하는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과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더욱이 대학 1 학년 과정의 엄격한 수준과 기대를 가지고 가르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미국 대학은 AP 점수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AP 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업은 아니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훨씬 더 많은 과제량과 엄격한 채점 

기준을 기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공식 AP 프로그램의 내용은 컬리지보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 과정에서 C-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0.667 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학교에서 

AP 과정을 듣는 학생들은 5 월에 컬리지보드에서 제공하는 AP 시험을 볼 수 

있으며(본교에서 권장하는 사항) 시험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합니다. 하지만 만약 

학교에서 듣지 않는 AP 시험을 선택한다면 학생 본인은 시험 및 행정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ISQ 에서 이미 제공하는 AP 과정을 스스로 학습해 시험을 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AP 과정을 수강하기 원하는 학생들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전 관련 과목에서 B-이상을 받음으로 과목 영역의 학업 능력을 입증 

• 해당 과목 교사로부터의 추천 

• 전체 평균 점수(GPA) 2.667 이상 

• 독해능력뿐만 아니라 말하기 및 쓰기 영역에서 높은 역량을 입증 

 

AP 과정의 엄격한 요구 조건으로 학생들은 3 개 보다 더 많은 AP 과정을 동시에 수강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학생이 스포츠 팀 또는 다른 특별 활동 등에 많이 참여한다면 3 개 

미만의 AP 과정이 적절합니다. 

 

이 기준에 대한 예외는 각 학생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습 교장에 의해 고려됩니다. AP 

4 개를 수강할 수 있는 예외의 학생은 모든 과목에서 93 점 이상을 받고 해당 학년도 

동안 학원에 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AP 5 개를 수강할 수 있는 예외의 학생은 모든 

과목에서 97 점 이상을 받고 해당 학년도 동안 학원에 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HONORS 과정 

Honors 수업은 정규 수업에서 제공되는 교과과정과 유사하지만 추가 학습 주제, 빠른 

학습 진도 및/또는 심층적인 주제를 다루게 될 수 있습니다. Honors 과정에서 C- 이상을 

받은 학생들은 0.333 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해당 과목 선생님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전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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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해야 할 학점  

ISQ 학생들은 한 번에 8 학점을 넘게 들을 수 없습니다. 9 학년부터 11 학년까지의 

학생들은 한 학기에 적어도 7학점을 들어야 합니다. 12학년은 한학기에 적어도 6학점을 

들어야 합니다. 공간시간에는 특정한 영역에서 스터디홀을 해야 합니다. Honors 와 

AP 수업을 포함해 많은 양의 과제가 있는 학생들은 숙제와 학교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스터디홀을 시간표에 포함하도록 권장합니다. 스터디홀은 따로 학점이 주어지지 

않으나 출석과 정규 학교 요구조건이 적용됩니다. 한 학년도에 같은 영역의 과목을 

여러개 수강하고 싶은 학생은 해당 부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율 학습 

학교에서 제공하는 주요 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에게만 자율 학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자율 학습은 먼저 해당 부서장과 상의를 해야 하며 중고등학교 

학습 담당 교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학기말 고사 (중고등학교) 

기말고사는 8-12 학년이 학기 말에 보는 시험입니다. 모든 학생은 이 시험을 봐야 

합니다. 8 학년의 학기말 고사는 보통 학기 시험으로 여겨지며 평균 점수로 성적에 

포함되어 집니다. 고등학교의 학기말 고사는 학기말 성적에 20%를 차지합니다. 각 반에 

따라 필기 시험 대신 과제가 주어질 수 있으며 시험 시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학생은 학기말 고사를 일찍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시험 전에 결석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알리지 않고 정해진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학생은 0 점을 받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로 결석할 경우, 학생들은 합의된 시간에 시험을 치르기 위해 

선생님과 사전에 의논해야 합니다.  

 

중고등부 조회 

매주 열리는 중고등부 조회는 학생들이 꼭 참석해야 하는 ISQ 행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이 행사의 참석/참여가 요구됩니다. 무단 결석, 지각, 조회시간의 방해는 

이에 따른 결과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부록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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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기록 
 

성적 기준과 평균점수(GPA) 

대부분 수업의 성적은 점수로 나타납니다. 이 성적은 곧 고등학교 전체적 성적을 위해 

평균화 되어진 GPA 로 환산됩니다.  다음의 표를 통해 GPA 환산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Numerical Grade Letter Grade GPA points 
98-100 A+ 4.000 
92-97 A 4.000 
90-91 A- 3.667 
88-89 B+ 3.333 
82-87 B 3.000 
80-81 B- 2.667 
78-79 C+ 2.333 
72-77 C 2.000 
70-71 C- 1.667 
68-69 D+ 1.333 
62-67 D 1.000 
60-61 D- 0.667 

Below 60 F 0.000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특별활동, 수여상, ISQ 프로그램을 통한 봉사 활동 

점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10 학년 부터 교무부로부터 보내지는 생활기록부 

내용 요청 이메일에 답장 함으로서 자신의 생활 기록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생활 

기록부는 매년 업데이트 됩니다.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는 모든 수강 과목, 학기 점수, 학점, 고등학교 GPA 점수 및 연간 중국 여행 

참석 여부도 포함합니다(고등학교 봄여행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11 학년과 12 학년 

학생은 특정한 대학교나 정부 기관에 보낼 성적 증명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성적 

증명서는 10 부까지 무료로 신청 할 수 있으며 학교 사무실에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10 부를 초과하면  성적 증명서 한부당 50 위안씩 지불해야 합니다.  

 

파워스쿨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파워스쿨에 가입해야 합니다. 파워스쿨은 

온라인 성적표이며 학생과 부모님에게 학점에 대해 소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과제/시험 점수를 낸 후, 2 주 내에 학생의 학점을 입력해야 합니다. 

매 쿼터 말에는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에게 자신의 코맨트을 남겨야 하며 매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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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마다 75 이하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을 위한 코맨트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 학교는 

초등학교 그리고 ECC 부서와 파워 스쿨을 공유하기 때문에 파워스쿨에 쿼터 학점이 

입력될 것입니다. 하지만 쿼터 학점은 학기 점수 환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천서  

ISQ 를 떠나는 학생들은 대학상담 선생님으로부터 추천서 요청서를 받아 작성함으로서 

선생님들에게 추천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적어도 한달 전에 미리 요청해야 

하며 선생님께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드려야 합니다. 11 학년 전에 본교를 떠난 

학생들은 대학 추천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성적표 

성적표는 매 학기말에 발급되며 학기 마지막 수업일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성적 이전 

전학온 고등학생은 인증된 다른 학교로부터의 학점을 이전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최소한 C 학점을 받았다면 어느 과목이든 이전 할 수 있습니다. C 학점 아래으로 받은 

성적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평균학점(GPA)은 ISQ 에서 수강한 과목으로만 

계산되어 집니다.  

 

학교 상장 

 

학기말 수석상 

학기별로 평균점수를 4.000 이상(평균 92% 이상)을 받은 중고등학교 학생은 Principal’s 

Honor Roll 상을 받게 되고 평균 점수를 3.600-3.999 (평균 90-91%)를 받은 학생은 Honor 

Roll 상을 받습니다. 

 

중학교 상 

중학교 학생들은 ISQ 중고등학교 담당자와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추천과 투표 

과정을 통해 다음의 상을 수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크리스 크럼 시민상( Kris Crum Citizenship Award) 

이 상은 8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중학교 학생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주어집니다. 이 상의 수여자는 지속적으로 좋은 인성을 보이므로 보다 나은 중학교 

공동체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한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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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성취상 

중학교에서 학년도 말 각 과목에서(ELS 제외) 높은 성취도를 보여준 학생에게 이 상이 

주어집니다. 이는 학생의 한 학년도간의 성적, 참여도, 노력, 과정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고등학교 상 

고등학교 학생들은 ISQ 중고등학교 행정관리자와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추천과 투표 

과정을 통해 다음의 상을 수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수석상(Valedictorian Award) 

이 상장은 가장 높은 내신성적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ISQ 를 빛낸 졸업생에게 

주어집니다.  수석 졸업생의 자격조건은  적어도  ISQ 에서 4 학기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상의 수여자는 학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뛰어남을 보여야 합니다. 

 

차석상( Salutatorian Award) 

 이 상장은 두번째로 높은 내신성적을 받은 졸업생에게 주어집니다. 차석 졸업생의 

자격조건은 적어도  ISQ 에서 4 학기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상의 수여자는 

학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뛰어남을 보여야 합니다. 

 

Cindy Fox 상 

Cindy Fox 상은 본교의 초대 교장선생님이였던 Cindy Fox 를 기념하는 상입니다. Miss 

Fox 는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 건너 다른 문화 사람들과 함께 일하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상은 문화의 어려움을 뛰어 넘어 대단한 노력으로 다른 학생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졸업생에게 주어 집니다. 

 

Christiana Tsai 상 

Christiana Tsai 상은 우수한 리더십을 나타낸 졸업생중의 한명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 

상은 학생 리더로서 헌신적으로 전학생을 돕고 섬기는 크리스챤 리더십을 보인 

학생에게 주어집니다.  

 

에릭 리델상 

에릭 리델 상은 졸업생중 ISQ 운동선수로서 운동실력, 리더십, 스포츠맨십, 참여도에서 

ISQ 를 빛내며 모범을 보인 각각 한 명의 졸업하는 여학생/남학생에게 주는 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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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P 상 

ISQ 의 각 스포츠 팀의 코치는 공격, 수비에서 뛰어난 학생을 선택하여 상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발전을 보여준 선수 

한 시즌동안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발전을 보여준 학생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과목 성취상 

많은 수업/과목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 한 명에게 과목 

성취상을 주게됩니다. 만약 점수가 비슷하다면 모든 학생을 위해 수업시간을 배움의 

공동체로 만드는데에 기여한 학생이 상을 받게 됩니다. 몇몇의 수업/과목은 가장 많은 

발전이 있었거나 과제 내용을 가장 잘 작성한 학생에게 추가적인 상을 주기도 합니다. 

몇몇의 선택과목은 상의 기준을 GPA 외의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과목 

상은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참석하고 마무리한 학생에게만 주어집니다. 상장 수여 

학생은 기말고사 전에 발표됩니다. 

 

학생 서비스 
 

일반 정보 

ISQ 는 학생의 전인 교육을 서포트합니다. 중고등학교 생활 선생님에 의해 지도되며 

상담사, 전문 의료진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도움은 학생을 

정서적, 사회적, 육체적으로 도와 최고의 컨디션을 가진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 혹은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전문이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료 규정 

양호 선생님에 의해 학생이 혼자 집으로 가기에는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학부모님/ 보호자분은 학생을 직접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학생은 그 어떠한 

시간이라도 혼자 캠퍼스 밖을 나가서는 안됩니다. 학생은 학부모님/보호자분이 

오실때까지, 혹은 학교가 끝날때까지 양호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집으로 

간 학생은 당일에 다시 학교로 돌아 올 수 없으며 방과후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 쿼터에 3 일 이상 연속으로 결석한 학생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결석은 면제받지 못한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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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병이나 부상의 회복기간 중이여서 체육 시간이나 휴식시간에 교실안에 있어야 

한다면 학부모님은 그 사유서를 담임 선생님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ISQ 는 세계 건강 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s, WHO)의 면역 접종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은 자녀가 본국에서 받았던 예방 접종 기록의 사본을 학교에 제출 

해야 합니다. 학생은 등교하기 전에 등록원서에 있는 모든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병이든 전염 시킬수 있는 상태의 학생은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집에 있어야 하며 

등교시에 의사로부터 등교해도 된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높은 열로 인해 

학생이 하교 했다면 학생은 해열제 복용 없이 24 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아야 다시 

등교할 수 있습니다. 독감에 걸리거나 피부에 발진, 반점, 구토, 설사 등 다른 질병의 

증상이 있는 학생은 집에 있어야 합니다. 

  

“Pink-eye”로 진단된 학생은 약물 치료를 받은 후 24 시간동안 집에 있어야 합니다.   

 

수두에 걸린 학생은 열도 없고 상처난 자리의 딱지가 다 없어질 때까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머리에 이가 있는 학생은 집에 보내지게 되고 치료용 샴푸를 사용해 머리의 이가 다 

없어질때까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옷과 이불도 세정해야 합니다. 아이의 머리는 

처음 치료를 받은 3 일 후에 다시 한 번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의 알이 

죽도록 3 번째 치료는 일주일 후에 해야 합니다.  

 

응급 의료 절차 

학생이 심하게 아프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부모님에게 전화로 통보가 되고 

학부모님은 학생을 데리러 학교로 오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학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학생을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만약 응급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병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처방 약품 규정 

처방받은 약을 소지해야 하거나 학교에서 복용해야 하는 학생은 부모님으로부터 

작성된 의료 양식( 약에 관한 설명, 복용 설명, 약 소지 이유, 학부모님 연락처)을 

보건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승인된 약을 소지할 수 있으며 알맞은 

시간에 스스로 복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약을 나누어 먹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개인적으로 약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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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그 어떠한 약도 학생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학업정보 
 

특수 교육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학교에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ISQ 는 가능한 한 포괄적인 교육 기회를 촉진시키기를 원합니다. 차별화된 학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Q 는 심각한 학업 장애가 있는 학생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학부모님께서 자녀의 필요를 채울수 있는 학교를 찾도록 도와 드릴 것입니다 

 

진급                 

중학교 학생들은 요구된 모든 과목을 잘 이수한 후 교사, 학습 팀, 행정관리자의 판단에 

의하여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9 학년에서 10 학년으로 - 학생은 적어도 6 학점을 이수해야 함 

10 학년에서 11 학년으로 - 학생은 적어도 12 학점을 이수해야 함 

11 학년에서 12 학년으로 - 학생은 적어도 18 학점을 이수해야 함 

 

유급 

본교는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위해서 특정한 상황에서는 유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교육전략안에서 적절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드문 일이지만 학습 부진때문에 

유급을 해야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고학년에게 종종 생기곤 합니다. 유치원부터 

8 학년까지 사회성, 정서적, 또는 태도등의 이유로는 유급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일생과 가정에 큰 영향을 끼칠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특정한 상황에서만 

유급이 권유 될 것입니다.  

 

월반     

학생이 맞는 학년에 배정되기까지 입학 담당부서는 충분한 주의와 세심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우수한 학업성적 때문에 부모님은 기존의 학년에서 

월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ISQ 행정팀은 월반은 유익한 경우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월반으로 인해 나이에 적합한 교과 과정의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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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야 할 내용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과정 이외에도 ISQ 행정팀은 학생의 

성숙도, 사회적 발달 등 중요한 요인으로 인해 월반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학사 경고 

학업적 부진 (성적에 “F”나 하나 이상의 “D”가 있을때) 이 있는 학생은 학업 보충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 기간에 있는 학생은 학과외의 특별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부록 

참고). 

 
 

재수강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을 받은 학생은 그 과목을 재수강 할 수 있습니다. 내신 성적에는 

더 높은 점수만이 남게 됩니다. 단, 학생 기록에는 학생이 수강한 모든 과목이 

기록됩니다.  

 

학교 교칙 
 

출석 

학생이 결석하게 되면 학부모님은 오전 9 시까지 학교에 연락하여 결석 이유를 

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다시 학교에 출석할 때 결석 사유서를 학교로 직접 

보내시거나 팩스 혹은 이메일로 전송하셔야 합니다. 학생이 아프거나 가족 상 혹은 

미리 승인된 가족여행등으로 결석을 한다면 면제된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지각한 학생은 먼저 안내 데스크에 있는 출석지에 서명하고 지각 사유서를 제출 한 후 

교실로 가야 합니다. 지각 사유서가 없는 학생은 무단 지각으로 처리됩니다. 11 시 30 분 

이 후에 학교에 도착한 학생은 반나절만 수업한것으로 기록됩니다.  

  

예정된 결석을 해야 한다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 반드시 학부모님이 쓴 결석 사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업시간 이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면제된 결석 사유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가족 여행 기간에 놓친 수업에 대한 점수를 받으려면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합니다. 예정된 결석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면제된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선생님의 관점에서 모든 수업의 과제들은 예정된 결석일 전에 끝마쳐야 하고 결석 

이후에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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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한 학생은 결석한 그 날의 모든 수업이나 시험에 0 점을 받게되고 방과후 

특별활동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금요일에 무단 결석한 학생은 주말에 있을 특별 

활동들에 참여 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학교 운영회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한 학년동안 한 과목에서 10 번 

이상을 결석 (면제 여부에 상관 없이) 한 학생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중학교의 경우, 

학생이 한 학년도 동안 많은 수업일에 결석하게 된다면 학교는 학생의 해당 학년을 

반복할 것을 권유합니다. 

 

학교 활동으로 수업을 빠지는 것은 결석 처리되지 않습니다. 학교 활동으로 인한 

결석은 12 번까지 허용됩니다.  

 

학교 특별활동을 참가한 학생은 다음날에도 학교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밤 12 시 전에 집에 도착하면 다음날 정시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밤 12 시 이 후에 

집에 도착한다면 학생은  중고등학교 생활 교장에 의해 정해진 시간까지 출석해야 

합니다(대부분 오전 10:20 이전).  

 

행동 규범 

ISQ 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대인관계와 지켜야 할 품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성경적 

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순종, 경외하는 마음, 예의바름, 친절함, 신속함, 청결함, 

권위에 존중함, 건전한 대화, 순수함과 신중함등을 포함합니다.  본교는 학생이 

학교에서, 등하교길에서 그리고 학교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모범적인 품행을 

선보임으로써 지역사회에 학교 이름을 빛낼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학교 규율은 

철학기초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캠퍼스 사용 규정 

학교 시간동안에는 모든 학생은 캠퍼스안에 있어야 합니다. 밖에 나가야 한다면 

교장선생님의 특별 허가증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허가증이 주어진 학생은 학교 

사무실에서 서명하고 나가야 합니다.  

 

공통 언어 

ISQ 에는 다양한 나라와 다른 민족배경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안에서 

잘 생활하려면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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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활동때에도 영어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중국어 시간과 중국 현지인과의 대화때는 

예외입니다.  

 

규율 조치 

ISQ 중고등학교 품행 규율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 참조 바람). 매 학기 초에 

품행규율을 읽으시고 서명하신 뒤 학교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복장 규정 

본교는 단정한 차림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학부모님은 자녀에게 단정한 

옷차림의 습관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으며, 매일마다 학생이 단정한 차림으로 

등교할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학생은 ISQ 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중국 

지역사회에도 민감해야 하며 그 무엇보다 부모님과 가족을 제일 먼저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은 학교 또는 학교 관련 행사에 항상 단정하고 학교 복장 규정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복장은 노출 또는 공격적인 표어가 없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관습을 존중하는 것이 ISQ 가 지지하는 바입니다.  

 

1. 찢어진 옷, 잘려진 반바지나 치마는 입을 수 없습니다. 운동복과 같은 츄리닝 

바지는 입을 수 없습니다.   

2. 반바지와 치마는 몸에 넉넉하게 맞아야 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치마와 반바지 

길이는 무릎을 꿇었을때 바닥에서 부터 2 인치 아니면 5 센티미터 정도 길이여야 

합니다. 레깅스는 복장 규정에 맞는 길이의 치마나 반바지와 함께 입어야 

합니다.  

3. 칼라가 있는 셔츠를 입어야 합니다. 폴로 셔츠, 스탠드 칼라, 터틀넥, 목 부분의 

테두리가 있고 단추가 있는 셔츠나 블라우스는 괜찮습니다. 몸에 꽉 끼거나 몸이 

비치는 옷은 입을 수 없습니다. 소매가 없는 셔츠는 어깨를 완전하게 다 

가린것으로 입어야 합니다. 반팔 T-셔츠, 깊게 파인 옷이나 배가 보이는 옷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셔츠를 입었을때 길이가 적합한지를 알아 보려면 두손을 

머리 위로 올려 들었을때 배부분이 보이지 않으면 적합한 것입니다.  

4.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학교 ‘The Cove’ 에서 판매하는 셔츠나 스웨트셔츠(지퍼로 

여닫는 후드티 점퍼 형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는 언제나 입어도 학교 복장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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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쿼터와 3 쿼터때는 만약 후드티(모자가 달린 스웨트셔츠), 스웨트셔츠, 스웨터, 

점퍼등을 입을때는 안에 칼라가 있는 셔츠를 입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켓, 

긴 티, 가디건, 외투를 입을때는 안에 칼라가 있는 셔츠를 입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외투는 지퍼가 달린 옷을 말합니다. 

6. 단추가 있는 셔츠를 입을때는 단추를 모두 채워 입거나 반만 채울때는 안에 

탱크탑이나 셔츠를 입어야 합니다.  

7. 바닷가에서 신는 샌들이나 슬리퍼는 신을 수 없습니다. 신발은 체육시간 활동에 

적합한   신발이어야 합니다.  

8. 머리는 깨끗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보기에 거북한 머리 스타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11 학년과 12 학년의 남학생은 수염이 날 경우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9. 귀걸이를 제외하고, 학생은 몸의 다른 어느 부분 (코, 입술, 배꼽등)에도 바디 

피어싱을 하고 등교 할 수 없고, 학교 활동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교실에 들어가기전에 옷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바꿔 입을 

옷이 없다면, 학생은 집에 가서 옷을 갈아 입고 와야하고 부모님께 통보됩니다. 복장 

규정을 어겨서 빠진 수업에는 아무런 점수를 받지 못 합니다.  

 

판타스틱 프라이데이 

매달의 마지막 금요일은 자유 복장의 날입니다. 기본적인 단정함의 기준은 계속 

유지되지만 복장규정의 3, 4, 6 번은 완화 됩니다. 단정함을 어긴 학생은 이 날의 특권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하우스 데이  

학생들은 학교 하우스 이벤트를 참여하기 위해 칼라가 없는 하우스 색 복장으로 등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장 규정에 있는 정숙함은 따라야 합니다. 

 

스피릿 데이 

스피릿 데이는 학교 행정팀과 부서 학생회에 의해 계획되어진 것으로, 학생들은 

스피릿데이 참석에 알맞은 복장을 하고 오는 한 칼라 셔츠를 입지 않아도 됩니다. 

단정함의 규칙은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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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만약 학생이 오후 3 시전에 조퇴를 해야 한다면, 학부모님의 편지가 있어야 합니다. 

조퇴를 할 학생은 교장 비서실에 가서 조퇴 서명을 하고 나가야 합니다. 학부모님의 

편지가 없는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 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          

ISQ 에는 많은 문화가 공존하기 때문에 학생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여러 민족, 종교적 

배경과 신념에 받아 들일 수 있는 품행을 선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 사이에 

솔직한 감정의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학교안의 공공 장소, 학교 버스 안에서, 그리고 

학교 특별 활동 에서의 애정표현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되지 않는 애정 표현의 

예로는 손잡기, 포옹과 입맞춤 등 입니다.  

 

권위 존중 

학생은 학교에서 인정한 모든 외국인과 현지인 교직원의 권위를 예의 바르게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교직원에게나 무례한 행동을 보인 학생은 디텐션을 받게 

되고 부모님께 통보됩니다. 계속되는 위반은 근신이나 퇴학을 받게 됩니다. 

 

심각한 위반 

아래의 목록은 ISQ 에서 심각한 위반으로 고려되는 사항들입니다. 규정 위반시 이에 

따른 조치가 따를 것입니다. 숙지해 두시고 아래의 사항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부정 행위(치팅) 

시험이나 숙제에 부정행위를 하다 걸린 학생은 0 점을 받게 되고 부모님께 통보되며 

학교안에서 정학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학년에 두번의 부정행위를 하다 걸린 

학생은 근신/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협력해서 하는 숙제는 선생님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학생도 0 점을 받게 됩니다. 기말 고사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걸린 학생은 시험의 점수를 받지 못하고 근신을 받게 됩니다. 표절 

또한 부정행위이며 그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결과가 다릅니다(표절 규정 참고). 

 

위조 

부모님/교사의 서명 또는 학교 문서를 위조한 학생은 첫번째 위반에서 근신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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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폭력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ISQ 는 그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묵인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긴 학생은 즉시로 근신이나 퇴학을 받을 것입니다. 신체적 폭력은 몸싸움, 

밀어내는 행동, 밀치는 행동,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 발로 차는 행동과 이 외에도 타인을 

신체적으로 다치게 하거나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 모두를 포함합니다.  

 

성적 위법 행위 

성적 위법 행위는 심각한 위반으로 고려되어 정학이나 퇴학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임신을 하게 되면 매우 한정된 기간에만 학교를 다닐 수 있으며 그 후에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ISQ 는 결혼한 

학생이나 임신한 학생은 받지 않습니다. ISQ 는 혼인은 이성간에 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느 학생이든지 낙태를 

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즉시 퇴학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신한 

학생까지도 포용해 보려는 학교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설/부적절한 행위 

학생은 다른 학생과 전교직원을 존중하며 대해야 합니다. 다른 이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불경한 말이나 부적당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담배, 술, 마약 

처방이 없는 약, 마취약, 담배, 술이나 다른이를 위험하게 하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것은 학교 규정에 심각한 위반입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처음일 경우에도 근신을 받을 것입니다.  학부모님과 학교 운영회는 

학생이 재등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됩니다. 계속되는 위반은 퇴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을 어긴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소지품을 

조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물 파손  

기물 파손은 다른이의 소유물을 파괴하고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은 학교와 

다른이의 소유물을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학교나 다른이의 소유물에 손상을 입힌 

학생은 심각한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은 손상입힌 물건을 교체하거나 

고치는데 드는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사물함 장식은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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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학교의 철학에 맞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상대방의 허락이 없이 그 학생의 

사물함 내용을 열어볼 수 없습니다(중고등학교 사물함 규정 참고) 

 

무기 

어떠한 종류의 무기라도 ISQ 는 허락하지 않으며 그 어떠한 것이라도 소지하고 있다면 

즉시로 근신을 당하게 됩니다. 박스 칼, x-acto 칼, 눈썹칼 등 날이 있는 것들은 무기로 

여겨집니다. 이 규정을 어길시 해당 학생은 즉시 근신처리 됩니다. 여학생은 부모님의 

서명노트를 제출하면 신변보호를 위해 자극성 스프레이 정도는 학교에 가지고 다닐수 

있습니다. 이것을 남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근신을 받게 됩니다.  

 

지각 

학생은 수업과 그 외의 활동을 위해 제 해당 교실/장소에 있어야 하며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각을 한 학생은 경고를 받습니다.  한학기에 한 과목시간 또는 

그 외의 활동(학생 조회시간 등)에 3 번 이상의 무단 지각을 한 학생은 디텐션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도 무단 지각을 한다면 즉시로 디텐션을 받게 됩니다.  

 

무단 지각이란 선생님의 허락없이 도서관에서 프린트를 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양호실에 가는 등. 수업 교실외에 학교의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한 학기에 

두번의 디텐션을 받는 학생은 더 큰 벌을 받게 되고 학부모님은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해야 합니다. 지각의 횟수는 새 학기마다 새롭게 기록됩니다.  

 

무단 결석 

의도적으로 수업을 빠진 학생은 빠진 수업에 아무런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무단 

결석은 학부모님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석을 말합니다. 

이것은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가 끝나기전에 학교를 떠나거나 수업 혹은 특별 활동을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단 결석은 근신처리되며 놓친 과제에 대해 0 점을 받게 

됩니다.  

 

전학   

학기중에 전학을 가야 한다면 학부모님은 적어도 학생이 떠나기 2 주 전에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전학가기전 과목의 학점을 받기 원한다면 학기가 끝나기 2 주전에는 

전학 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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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규정 

전자 기기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mp3, iPods, 게임기, 휴대폰등의 전자 기기들은 

특정 선생님의 직접적인 허가가 없는 한 수업시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과 

자율학습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허가를 제외하고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있어야 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규정을 어길시에는 

디텐션을 받게 되고 기기는 압수되어 나중에 돌려 받게 됩니다.  

 

음식 

음식은 점심 시간, 오전 쉬는 시간이나 스낵 시간에 먹을 수 있습니다 

 

애완 동물 

특별한 허가 없이 애완 동물을 학교에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화장실과 사물함/탈의실 사용 

학생들은 생물학적인 성별에 맞는 시설을 사용하도록 요구됩니다. 

 

학업 규정과 정보 
 

교사 허가서  

모든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컴퓨터 수리,도서관, 양호실, 다른 교실, 사물함, 점심 

주문등과 같은 일로 수업 시간에 나가야 한다면 반드시 담당 선생님의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은 제외합니다.  

 

중고등학교 숙제 규정 

ISQ 는 적절한 숙제의 교육 가치와 중요성을 지지합니다. 의미있는 가정 학습은 각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부분이고 학교의 교육 철학과 목표와도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숙제의 의도가 수업 준비, 연습, 프로젝트 등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제를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래야만 합니다. 

 

숙제는 정기적으로 적당해야 하며 학생의 교육을 위해 개인 학업, 책임감, 프로젝트 

완성 그리고 좋은 학습 습관등에 기여해야 합니다. 완성된 숙제는 선생님이 점검하고 

학생의 진보를 평가하는데 참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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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목은 합리적인 일정의 숙제, 퀴즈와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숙제를 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고등학생은 30 분, 6-7 학년은 15 분, 8 학년은 20 분 입니다. AP 

숙제는 일주일에 6 시간이 적당한 평균 소요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나 봄 방학때에는 적어서 내야하는 숙제를 주지 않지만  읽기 숙제는 

적절하다고 고려되어집니다. AP 과목이나 ELS 학생들은 방학 동안 해야 하는 숙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지속적으로 숙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어진다면(학기당 3-5 번) 학생의 

교사, 행정자, 상담사 및/또는 학부모님을 포함한 미팅을 가지게 될 것이며 학생이 

학습에 뒤쳐지지 않도록 함께 돕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할 것입니다. 

 

놓친 숙제 보충 

교사들은 학생이 놓친 과제를 잘 할 수 있도록 보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숙제 제출 유무 

확인과 제출까지의 과정은 학생이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숙제를 일부로 미루게 되는 경우 선생님은 더이상 이에 대한 보조를 제공하지 않고 

학생은 0 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은 놓친 숙제를 하기 위해 정규 수업을 빠질 수 

없습니다.  

 

늦게 제출되는 과제는 각 수업시간 마다 늦어질 경우 하루 5%씩 받게 되며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AP 과정의 경우, 과제를 늦게 내면 하루 10% 점수 감소를 

받게 되며 50%까지 감소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공식 성적이 나오기 1 주일 전까지 

과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내에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0 점을 받게 

됩니다. 교사들은 특별한 상황에 놓여있는 학생을 위해 행정팀과 협력하여 위의 규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숙제는 정해진 날짜까지 제출해야 하고 납득할만한 이유로 인해 결석할 경우에는 

학교에 돌아오는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AP 학생들은 결석을 한다 하더라도 과제를 

해당 일자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테스트 또는 프로젝트가 예정된 전 날에 결석을 한다면 교사는 테스트나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추가 기간을 주지 않게 됩니다. 만약 학생이 몇 일을 연속으로 

결석하게 되거나 너무 아플 경우에는 예외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테스트 

당일에 결석하게 된다면 돌아오는 즉시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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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과 같이 학생의 결석이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된다면 학생은 미리 과제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놓친 숙제나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영역에서 0 점을 받게 됩니다.  

 

표절 규정 

표절은 특히 교육 기관에서 심각한 위반으로 여겨집니다. ISQ 에는 3 가지의 표절 

단계가 있습니다. 

 

• 1 단계: 대부분이 학생의 글 이지만 몇몇의 아이디어, 문단 혹은 문장이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됨. 

o 중고등학교 첫번째 경고 – 선생님과의 상담, 부모님 확인, 총 과제 

성적 10% 하락 

o 추가로 어길 시 – 선생님과의 상담, 부모님 확인, 과제 0 점 처리, 

품행경고장 또는 근신 처리 가능 

 

• 2 단계: 많은 부분이 학생의 글이 아니며 인용표시 없이 사용됨.  

o 중고등학교 첫번째 경고- 선생님과 상담, 부모님 확인, 총 과제 성적 25% 

하락 

o 추가로 어길 시- 선생님과의 상담, 부모님 확인,과제 0 점 처리, 근신 처리 

가능 

 

• 3 단계: 소수의 부분만이 학생의 글이고 대부분의 글을 표절했거나 원작자의 

아이디어나  

             글 중 단어만 고침. 

o 중학교 첫번째 경고-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과 상담. 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재-제출된 과제에서의 현저히 낮은 점수 또는 0 점 처리 

o 고등학교 경고 또는 중학교 추가 경고- 과제 0 점처리, 근신 처리 가능 

 

학년도 초에 표적 사실이 적발될 경우 레벨 1,2 표절 – 과제를 수정, 재-제출하여 “늦게 

제출한 과제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놓친 숙제 보충 참고). 하지만 그 위반은 

여전히 표절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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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규정 

각 중고등학생은 한번에 5 권의 책을 도서관에서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과제를 

위한 추가 도서 대여는 선생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학생은 빌린 도서를 2 주 동안 볼 

수 있으며 대여 연장을 두번 더 각각 2 주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나온 잡지는 

도서실에서만 볼 수 있으며 지난 잡지들은 1 주일동안 빌려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해당 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금액을 부여햘 것입니다. 

1. 만기일까지 반납되지 않거나 대여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도서는 늦어진 수업일 

하루마다 5 마오씩의 연체료가 부과 됩니다.  

2. 책을 분실했을 경우, 학생은 교체비로 책의 정가 그리고 정가의 40%에 해당하는 

운송비+인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3. 대여받은 도서에 손상을 입히면 다음과 같은 손상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경미한 

손상은 10 위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책 겉표지의 손상, 페이지가 

찢겨짐, 연필 낙서, 페이지가 더렵혀짐, 겉부분이 더러워짐등등)  

4. 큰 손상은  25 위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책이 반으로 갈라짐, 겉표지가 

찢어짐, 동물이나 물로 손상을 입혔을경우 등등)  

5. 더이상 책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책의 정가와 정가의 

40%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로 완전히 손상되었을때, 곰팡이, 음료수 

자국, 동물에 의해 책이 찢어지고 자국이 남았을때, 크레용으로 낙서되었을때 

등등)   

 

도서관은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교사/직원의 지도와 함께 학생들은 도서관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학생도 도서실에서 감독관 없이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중고등학생은 도서실에 있는 복사기를 사용할 수있으며 사용료는 한장당 

5 마오이고 컬러 프린터 사용료는 한장당 3 위안씩 지불해야 합니다.  

 

기억할 사항: 도서실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뚜껑이 있는 음료는 가능합니다.  

 

중고등학생 사물함 규정       

중고등학생에게는 사물함이 배정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원하지 않으면 사물함 배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들은 다음의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학교 사물함을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1. 사물함은 주말을 포함하여 항상 잠겨있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책자  30 

 

2. 학생은 자신의 사물함을 깨끗하게 정리하며 잘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o 사물함 안쪽은 장식할 수 있습니다. 

o 학기말에 모든 장식은 제거해야 합니다.   

3. 사물함에는 주말 동안 어떠한 음식도 남겨져 있어서는 안됩니다.  

4. 학생은 자신의 사물함 비밀번호를 외워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특히 반복적으로), 디텐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한 사물함 자물쇠의 

교체비는 60 위안입니다. ISQ 는 사물함에서 분실된 물건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의 사물함을 열거나 기물을 파손 또는 다른 이의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적발될 시 단호히 처벌할 것입니다(부록 2 참조) 

 

학교 공연 

모든 학생은 학교의 공연과 연습에 교장선생님 그리고 담당 선생님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반드시 참가해야 합니다. 아프거나 가족에게 위급한 상황이 생긴 학생만 면제 

됩니다. 만약 학생이 참석 하지 못할 경우 부모님은 학생의 담임 선생님과 공연 담당 

선생님께 속히 연락해야 합니다.  

 

위에 나열된 사항들 이외의 이유로 공연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은 학기별 최종 성적에서 

자동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일반 정보와 규정 
 

식당 

ISQ 는 캠퍼스로 점심을 가져오는 케이터링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쿼터별 또는 한학년도 점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접근 

학생의 안전을 위해 캠퍼스는 닫혀 있습니다. 학생들은 미리 정해진 교사의 지도(부록 3 

참조), 학부모님 허가, 정해진 교통(교통 부분 참조)가 있을 때에만 캠퍼스에 나아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방문자, 특히 학부모님과 졸업생들 또는 이전 직원들은 미리 약속을 

하고 캠퍼스에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방문자들은 출입구에서 방문란을 

작성하고 방문하는 동안 빨간 줄의 방문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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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캠퍼스 방문 

학생은 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의 허가를 받고 친구를 초대 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는 

ISQ 의 모든 품행과 복장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방문자들은 출입구에서 방문란을 

작성하고 방문하는 동안 빨간 줄의 방문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 자원봉사자 및 학생 도우미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하기 전, 모든 성인 자원봉사자들은 본교 아동 안전 및 보호 

팀(부록 3 참고)으로부터 아동 안전 및 보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원 봉사를 하실 

학부모님은 도와주실 교실 또는 장소가 정해지기 전에 교장선생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원 봉사자는 학생들에게 친절하고, 신뢰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원 

봉사자는 선생님과 선생님의 감독아래 자진해서 협력하며 일해야 합니다.   

 

학비 연체 

학생이 2 학기에도 계속해서 다닐수 있도록 수업료는 반드시 1 학기말 60 일 안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모든 수업료는 학생이 새학년으로 등교하기 전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납부 만기일로부터 60 일 이후까지도 수업료가 납부되지 않았을 시, 전체 교장 

선생님과 상의가 되지 않는 한 학생은 학교에 등교할 수 없습니다. 수업료는 

계획한대로 시간 내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긴급상황 절차: 화재, 지진 

학생들은 만이하에 있어날 수 있는 화재, 지진과 같은 우발 사태에 대비하여 탈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학교 직원들은 긴급 상황을 위해 학생들을 안전하게 조치시킬 수 

있도록 훈련되어 지고 이에 필요한 장피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디 카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 아이디 카드를 받게 되며 이를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디 카드를 분실하면 교체비로 10 위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시 교체해야 

할 경우마다 10 위안씩 추가로 부과됩니다( 두번째 교체 시는 20 위안을 그 다음은 

30 위안을 내야 합니다). 아이디 카드와 목 끈을 교체해야 한다면  50 위안을 납부해야 

합니다. ID 카드는 학교 보안과 학생의 안전을 강화하며 도서관 카드로도 사용됩니다. 

 

테크놀로지 규정/권장사항 

학생들은 학습 강화를 위해 다양한 테크놀로지 자원와 정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됩니다.  학교 또는 가정에서의 테크놀로지 사용은 긍정적이고 유용한 학습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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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의 목적, 규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적절한 국가 및 지역 법에 부합하도록 책임감있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모든 테크놀로지 

자원을 사용할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있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체험학습 또는 학교 여행을 제외하고 자신의 개인 노트북을 학교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학생들은 최소한 다음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승인된 기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비디오 제작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최소 요구 사항 이 외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권장됩니다. 이를 위해 Grant Cummings 선생님 또는 

IT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세서: 인텔 i3 듀얼코어, AMD 32/A4 듀얼코어(혹은 그 이상) 

- 램: 최소 4 기가 

- 화면: 11” 이상 

- 배터리: 최소 5 시간 이상 권장 

- 시스템: 윈도우 10/ OS X 10.9(혹은 그 이상) 

- 하드 드라이브: 128 기가(혹은 그 이상) SSD 권장 

- HDMI 포트 혹은 어뎁터/동글 

-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최소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참고로 ISQ 는 2021 년까지 모든 학생 및 직원이 애플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구입하는 모든 새로운 노트북은 맥북 보델이어야 합니다. 위의 전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기술 및 애플 장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4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물 보관소 

분실물 보관소는 로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 학기가 끝날 때 마다 분실물 보관소에 

들어온 물건들은 로비에 진열이 되고 학생들에게 확인 이메일이 갑니다. 기한일까지 

찾아가지 않는 물건들은 PTO 에 의해 기부 또는 판매될 것입니다.  

 

혼인한 학생 

결혼한 학생은 ISQ 에 다닐 수 없습니다. 결혼한 학생은 법에 의하여 부모나 보호자 

아래 있지 않는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본교는 교육기관으로 부모나 보호자 책임아래 

있는 학생만을 교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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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결손일  

비상 사태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학교가 휴무한 경우는 교육 위원회에서 결정해 

학기중간 또는 학기 말에 수업 일수를 추가 시킵니다. 

 

미디어 규정 

ISQ 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리더십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때문에 학교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미디어들은 반드시 지적 소유권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규정들을 반드시 지키므로 ISQ 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미디어 만을 사용합니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 마약의 사용과 적합하지 않은 알콜의 사용을 권장하는 영상 

• 과도한 피가 나오는 영상 

• 성적 선정물 

• 미국영화협회(MPAA)가 규정한 19 금 영상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시간에 사용하기 위한 미디어 중 교육적이지만 질문이 될만한 

자료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행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학부모님께 안내문을 

보내어 아이들의 시청 허락 여부를 물을 것입니다. 미디어 포함 활동 참여에 허가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대체 과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행사에서 미디어 특히 음악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ISQ 는 음악이 

학생들 인생의 일부라는 것과 학생들의 행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우리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있어 

쓰이는 음악들은 우리의 믿음과 가치를 반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러한 음악들을 권장합니다. 

• 긍정적인 의미가 담긴 음악 

• 다양한 스타일과 문화를 나타내는 음악 

• 연합을 추구하는 음악 

 

이러한 음악들은 피해야 합니다: 

• 노골적인 음악의 편집 버전, 몇개의 단어만 바꾼 버전의 음악 

• 욕 또는 노골적인 내용이 담긴 음악 

• 성적인 의미가 담긴 음악 

• 인종차별, 종교, 성차별이 요구되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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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신념과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사항을 권장하는 음악 

 

음악 또는 미디어 재생에 책임을 맡고 있는 학생이 다음의 사항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결과가 주어집니다(특히 반복적으로 어길 경우) 

 

학부모님의 칭다오 거주 규정  

자녀의 궁극적인 교육 책임은 학부모님께 있으므로 학생의 최대한의 잠재력 성장을 

위하여 학교와 학부모님과의 협력과 교류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본교는 

학생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학부모 거주 지침서를 제정하였습니다.  

• 적어도 부모님중의 한 분이나 법적인 보호자가 전시간 칭다오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 학기 기간동안 자녀를 학기 말까지 혼자 둔 채 부모님 두분다 칭다오를 떠나야 

한다면, 적합한 보호자를 선정해야 하고, 빠른 시일내에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도우미 아주머니는 보호자 자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 11 학년과 12 학년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집에 혼자 있어야 할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와 소통하셔야 합니다.  

 

교통 

매 학년도 초기에 교통부서는 교통규정이 담긴 안내문을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부모님과 학생들이 이 규정을 읽고 따르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학생활동 

 

활동 참여 

보편적으로 학교 활동은 ISQ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예외는 교장선생님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점심 시간이나 방과후에 진행되는 활동들은 운동부, 동아리 모임과 

특별 활동등이 있습니다. 

  

운동부 

중고등학생은 특별 및/또는 교내 활동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됩니다. 본교는 

배구, 축구, 탁구, 농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으며 다른 학교와의 시합과 대회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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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관련된 운동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만약 쿼터 중반기 혹은 쿼터 

마지막에 F 학점이나 D 학점을 한개 이상 받은 학생들은 운동부에서 학업 관찰대상이 

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동부 학업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ISC 선수권 대회 참가비와 여행비용은 ISQ 에서 지원합니다.  

 

학교 행사와 현장 수업 

행사 또는 현장 학습은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의 학습을 보충하고 학생들이 배우고 

사랑하고 리드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캠퍼스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와 

수업 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캠퍼스 내에서의 행사 참가를 위해 집으로 허가서를 

보내드릴 것이며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의 참여를 위해 허가하시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와 연관된 여행과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에게 큰 특권입니다. 그러나 과목중 

(하나나 그 이상)  60% 아래로 낙제 점수를 받고 있는 학생과 품행의 문제로 벌을 받은 

학생은 수업일을 결석하면서 참여해야 하는 학교와 연관된 여행 또는 행사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학교 여행/ 행사 참여시, 지켜야 할 규칙   

• 행사 리더에 의해 정해진 여행/행사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학생은 여행/행사에 최선의 자세로 참여해야 합니다.  

• 학생은 ISQ 학생 책자에 있는 품행 규약과 모든 학교 규정을 잘 따라야 

합니다(부록 2 참조); 학교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근신 처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행사 담당자에 의해 지시가 없는 한 학교 복장 규정(복장 규정 참조)을 

따라야 합니다. 

• 어느 시간이든 성별이 다른 학생의 방에 있는것은 심각한 위반으로 그에 따르는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해당 여행/행사로 부터 바로 제외되거나 후에 있는 

여행/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여행이나 활동중에 공공연한 애정 표현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애정 

표현으로는 손잡기, 껴안기, 입맞춤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때도 여학생과 남학생이 나란히 같이 앉을 수 

없습니다.  

• 여행/행사 리더에 의해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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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된 교통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 인솔자의 직접적인 지도가 없을때에는 3 명 이상의 그룹으로 있어야 합니다. 

• 정해진 지역 이외의 장소를 가게 될 때에는 인솔자에게 먼저 보고합니다. 

• 행사 리더에 의해 정해진 소통 규칙을 준수합니다. 

• 미리 정해진 미팅의 장소와 시간을 보고합니다. 

• 랩탑이나 전자 기기로 영화를 보고자 하는 학생은 담당 선생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성인용이나 폭력적인 영화는 볼 수 없습니다.  

• 학생들은 모든 행사 장소에서 모범적인 품행을 보여야 합니다. 적절치 않은 

행동, 큰 소음 또는 뛰어다니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매일 밤마다 통행 금지 시간과 취침 시간 (lights out) 을 따라야 합니다. 학생들은 

통금 시간 후에 응급 대피 상황을 제외하고는 방을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외의 

일로 인해 방을 나가야 할 경우에는 교사의 숙소로 전화해야 합니다. 

• 모든 규정과 규칙을 어기거나 당담선생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은:  

• 해당 여행/행사로부터 제외됩니다. 

• 남은 학년도 동안 학교와 관련된 활동에 참가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학기 기간동안 적절한 시간의 디텐션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근신처리 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어기거나 출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학부모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학교가 비행기 티켓과 같이 교통편을 구매한 후에 학생이 여행/행사를 가지 않게 

된다면 학부모님께서는 모든 교통 비용을 환불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해야 할 경우, 학생은 칭다오에 위치한 3 개의 대형 시립병원 중 한 곳에서 

발급 받은 의료 진단서와 화표(공식 영수증)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비행기 티켓을 

환불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중고등학교 펀 데이 (Fun Day) 

펀데이 (Fun Day)의 목적은 학기초에 학생의 건강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모든 중고등학생들은 Fun Day 에 반드시 참가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봄 여행 

매 해 봄마다 ISQ 의 고등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중국내를 여행하는 봄 여행을 갑니다. 

봄 여행의 목표는 학생이 중국의 지리, 문화, 역사와 현지인을 알아가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책자  37 

 

있습니다. 어느 봄 여행은 봉사 여행으로 가기도 합니다. 모든 고등학생은 봄 여행에 

반드시 참가해야 하고 어느 여행은 부분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성적증명서에 “Chinese Excursion”이라는 이름으로 봄여행에 관한 평가가 기록됩니다. 

 

중학교 가을 여행  

ISQ 중학생들과 교사진들은 ‘가을 여행’을 떠납니다. 가을 여행의 목적은 학생들이 

중국을 여행하며 학우들과 학급 내 그리고 학급 외부에서 서로 협력하여 ‘팀’이라는 

소속감을 갖기 위함입니다. 모든 중학생들은 가을 여행에 참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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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중고등학교 시간표 
 

시간표 비교 

 

고등학교는 블럭 스케쥴로 운영됩니다. A(월,수)와 B(화,목)가 있지만 매일 같은 

시간표를 따르게 됩니다. 금요일은 순환적 시간표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A2 의 

물리같은 경우는 월, 수에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도 있게 됩니다. 물리 수업에 등록된 

학생들은 2 주간 총 5 번 듣게 될 것입니다. 

 

중학교 시간표는 월-금 매일 같은 시간표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6 학년 철학에 

등록된 학생들은 매 주 5 번 듣게 될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Time PERIOD 

8:00 – 8:35 Flex 
8:40 – 9:25 Period 2 
9:30 – 10:15  Period 3 
10:15 – 10:30  Break 
10:30 – 11:15  Period 4 
11:20 – 12:05  Period 5 
12:05 – 12:35  Lunch 

12:35 – 1:20 Period 6 
1:25 – 2:10 Period 7 
2:15 – 3:00 Period 8 

Time A Day B Day 

8:00 – 8:35 Flex Flex 

8:40 – 10:00 A1 B1 

10:00 – 10:20 Break Break 

10:20 – 11:40 A2 B2 

11:45 – 1:05 A3 B3 

1:05 – 1:40 Lunch Lunch 

1:40 – 3:00 A4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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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중고등학교 품행 규정 
 

학생, 학부모, 보호자 여러분께,  

저희 ISQ 교육의 목적은 존중과 보호가 조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의 소명, 학교, 선생님과 교직원,학생들 그리고 내 자신을 존중합니다. 이는 

ISQ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보호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래의 원칙들을 자세히 읽으시고 서명하시면 여러분께서는 아래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하실 것을 동의하시는 것입니다. 이 품행 규정은 우리 공동체의 소속감을 함양시킬 

것입니다.  

 
Mr. Randy Attaway                               Mr. Chris Peek 

중고등학교 학습 교장                                    중고등학교 생활 교장 

------------------------------------------------------------------------------------------------------- 
 

ISQ 의 학생으로서, 나는 다음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과 기독교신앙을 존중할 것입니다. 

• 기도와 신앙활동에 경건히 참여하며 경청하겠습니다. 

• 하나님과 기독교인 그리고 학교에서 행해지는 신앙관련 행사들에 대하여 

무례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학교생활을 존중할 것입니다.  

• 학생책자에 있는 복장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학교의 명성을 고양시키겠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학교선생님들을 존경하겠습니다. 

• 정해진 시간에 학습활동을 완전히 준비하며 필요한 교구를 준비하겠습니다. 

• 수업중 선생님의 교수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수업에 집중하며, 수업중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는 것 등) 

나는 다음과 같이 다른 학생들을 존경하겠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배움을 도와주고 인정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 대화나 활동 등에 다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문화나 세계관에 대하여 존중을 표하겠습니다. 

• 나는 다음과 같이 제 자신과 부모님을 존경하겠습니다. 

제 자신과 나의 부모님을 존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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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기간까지 모든 과제를 제출하겠습니다. 

• 부모님과 학교간의 모든 전달사항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위반시 결과 

품행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다음 중 하나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경고 

방과후 디텐션:   

• 학교에 남는 날에 대한 공지는 중.고등학교 비서 선생님이 이메일로 알려드리며 

학생들은 예정된 어떤 방과후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디텐션을 받는 시간동안 선생님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 학생은 잠을 자거나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며 다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 만약 디텐션을 받지 않고 빠졌다면 다음에 두번의 디텐션을 받게 됩니다. 디텐션 

당일 집으로 가는 교통편 비용 20 위안이 부과되며 이 비용은 학기말에 

학부모님께 통보 될 것입니다. 모든 디텐션 비용을 완납하기 전까지 

리포트카드는 학교에 보류됩니다. 

품행 경고장: 

• 이것은 학생의 품행에 문제가 있을때 그 문제를 반성하여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의미에서 주어집니다. 문제 발생시 즉시 받을 수도 있고 3 번의 디텐션을 

받게되면 이 경고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신(정학):  

• 학교 내 근신은 수업시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 따로 격리되어 있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교내 근신을 받으면 수행한 과제물은 70%만 점수를 받게 

됩니다.  빠진 과제물은 나중에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모든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내 근신 긱간 동안 핸드폰 또는 mp3 와 같은 전자 

기기를 반납해야 합니다. 

• 교외근신은 학교에 등교할 수 없으며 제출하지 못한 과제물이나 못 본 시험에 

대해서는 0 점을 받게 됩니다. 

• 품행 경고장을  3 번 받거나 특정 규정 위반시 즉시 근신을 받게 됩니다. 근신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님이나 보호자는 교장선생님을 만나 면담을 해야 합니다. 

퇴학:  

• ISQ 는 재학중 2 번 이상의 근신을 받은 학생이나 다른 학생에게 위협을 주는 

심각한 위반을 야기하는 학생은 누구나 퇴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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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학생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심각한 위반을 반복한다면 학생은 

퇴학처리 될 수 있습니다. 

 

품행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고 학교 밖 

또는 학교 주최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Honor Roll 수여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품행 규정 위반은 아래 세가지 범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경미한 위반 – 이 범주에 해당하는 위반들은 즉각적으로 디텐션을 받게 됩니다. 

아래의 위반사항들이 포함되지만 이것에 국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무례한 언동 

• 복장규정 위반  

• 공동체 언어인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경우 

• 수업시간에 금지된 휴대폰, MP3 와 기타 전자기구를 사용한 경우 

• 한 학기에 수업당 3 번의 무단 지각을 하는 경우  

 

2. 주요한 위반 – 이 범주에 해당되는 위반들은 품행 경고장을 받게 되며 그에 따른 

벌칙을 받게 됩니다. 아래의 위반사항들이 포함되지만 이것에 국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무례한 언동 

• 친구 괴롭히는 행동(Bullying) 

• 학교 IT 규칙을 어겼을 경우 

• 부적절한 애정 표현 

 

3. 심각한 위반 – 이 범주에 해당되는 위반들은 즉각적인 근신조치와 함께 

학부모님과의 면담이 진행되며 퇴학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위반사항들이 포함되지만 이것에 국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형태로든 물리적인 폭력 행사 (몸싸움같은) 

• 시험부정행위  

• 부모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학교서류를 조작하는 행위 

• 무단결석 

• 흡연, 음주 또는 마약 

• 절도 

• 파괴행위 

• 성적 비행 



 

 

42 

중고등학교 책자 

부록 2: ISQ 중고등부 학생 품행 규정 

 

서약 

ISQ 의 학생으로서, 중고등학교 책자를 잘 읽고 이해하였으며 중고등학교 학생 품행 

규정의 사항들을 지키지 않을 시, 시행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이해하였습니다. 나는 이 

책자에 담긴 규정을 따르는 것에 동의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 
Student Name   Student Signature   Date 

학부모로서, 중고등학교 책자를 잘 읽고 이해하였으며 중고등학교 학생 품행 규정의 

사항들을 지키지 않을 시, 시행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이해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책자에 담긴 규정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자녀를 돕는 것에 동의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 
Parent/Guardian Name  Parent/Guardian Signatur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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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아동 보호 규정  
 

ISQ 는 ISQ 소속의 모든 아이들과 어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련된 모든 규정과 절차는 학생들과 교직원을 괴롭힘, 권력 남용으로 부터 지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문제 발생시, 각 부서의 교장 선생님, 상담사 혹은 학교 직원에게 바로 알리기를 권장합니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 

 

모든 ISQ 학생들은 품행 있게 행동 하며 존경받고 도덕적이며 윤리범절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행동과 품행이 나타나는 신체적 소통, 음성 대화, 온라인 의사 소통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ISQ 소유의 자원을 아끼고 바르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의 권리 

• 공평하게 대우받으며; 차별받는 일이 없고; 존중받을 권리 

• 해(피해)로 부터 보호받고; 개인의 자산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 적절한 신체적 활동, 음식, 쉬는시간, 수면을 취할 권리 

•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며; 존중받고; 어떠한 결정을 함께 내릴 수 있는 권리 

• 학교 공동체 생활을 즐기며; 안전함과 지지를 받을 권리 

• 재미있고, 쾌적하고, 편안하고, 신체적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학생의 책임 

• 다른 이를 차별하지 않고; 남을 공경할 것; 다른 이를 존경하고; 학교의 좋은 예가 될 것;  

• 책임감 있는 행동;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보고할 것; 다른 이의 자산을 함부로 손대지 않을 

것; 학교의 규칙을 지킬 것; 무분별하고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 

• 온라인, 디지털 상에서의 안전한 상호작용을 위한 연습을 할 것 

• 활동에 참여할 것; 내 자신을 돌볼 것;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책임을 가질 것; 건강한 

음식을 알맞게 먹을것. 

• 다른 이가 말할 때 경청할 것; 나의 의견을 표현할 것; 순서를 지킬 것. 

• 다른 이와 협력할 것; 학교의 활동에 속할 것;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것. 

• 학교 자산, 자원을 소중히 다룰 것; 손상된 부분이 있을 경우 보고할 것; 장비를 알맞게 

사용할 것; 학교 캠퍼스를 깨끗히 유지할 것 

 

학부모님의 권리와 책임 

ISQ 는 학부모님의 헌신과 참여의 가치를 믿습니다. 또한 학부모님께서 학교를 방문하시거나 

학교 관련 여행,특별활동에 참여하실 때마다 규범에 맞게 선행하시고 도덕적이며 윤리범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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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대우를 받음과 동시에 학교 공동체와의 소통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위의 

사항은 귀하의 연계가족 혹은 친지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ISQ 소유의 자원을 

아끼고 바르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 

모든 ISQ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항상(특히 학생과 함께하는 시간) 규범에 맞게 선행하고 

도덕적이며 윤리범절에 맞는 대우를 하도록 요구됩니다. 이는 신체적 상호작용, 

구두적, 디지털 소통, 모든 행동과 규율 및 보고를 포함합니다. ISQ 는 모든 학생 

개개인이 소중하고 가치 있으므로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학생과 상호작용을 하는 모든 ISQ 교직원과 자원봉사자는 들은 매년 아동보호법(CSP)에 

의한 훈련을 거쳐야 하며 근무 지역에서의 고립되는 상황을 줄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힘과 통제력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어린이들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것에 

동의하는 포괄적인 행동 규율 준수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녀가 참가하는 

학교 주최 활동, 버스 승하차시 동행하게 되는 TA, 적절한 성별의 교직원에 의한 행사 

인솔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님께 알려드리려 노력합니다. 이는 본교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아동 안전 및 보호 교육(CSP) 

CSP 교육은 매 년, 학생들과 일하게 되는 모든 교직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요구됩니다. 

더욱이, 이와 비슷한 교육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ISQ CSP 

교육은 학생들이 해를 입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으로 간주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교육받게 됩니다. 이 절차는 ISQ 아동 안전 보호팀 책임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팀은 종합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신속하고 

전문적 및 기밀적으로 어린이의 위해 또는 의심스러운 위험에 대한 보고 &대응에 

준비된 구성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본교는 아이들에게 해, 학대,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특히 ISQ 관련인을 포함해서) 만약 위의 사항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적절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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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부록 3 에 관련된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3: 아동 안전 및 보호 규정 

 

서명란 

저는 ISQ 의 학생/ 학부모로서 위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고 최선을 다해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저는 폭력에 대한 사실을 무시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시, 그에 따른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 또한 

이해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ISQ 가 어떠한 혐의에 대해 대응할 권리가 있고 다른 적절한 사람 

또는 기관을 연루시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 
Student Name   Student Signature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 
Parent/Guardian Name  Parent/Guardian Signatur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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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ISQ 중고등학교 테크놀로지 사용 지침 
 

목적 

학생들은 학습 강화를 위해 다양한 테크놀로지 자원와 정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됩니다.  학교 또는 가정에서의 테크놀로지 사용은 긍정적이고 유용한 학습 경험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의 목적, 규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적절한 국가 및 지역 법에 부합하도록 책임감있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모든 테크놀로지 

자원을 사용할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있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테크& 정보의 정의 

테크놀로지 자원 및 정보 시스템은 테크놀로지 자원이 개인 또는 iSC 소유인지인지 그 

여부에 관계 없이 iSC 학교 또는 주최 행사에서 사용되는 모든 하드웨어(컴퓨터, 모바일 

기기, 카메라, TV, 프로젝터, 마이크, 음향 시스템, 로컬 하드 드라이브, 네트워킹 장치, 

물리적 인프라, 등)과 모든 소프트웨어(사용자 계정,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파일, 데이타, 등)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테크놀로지 자원과 정보 시스템은 사용 가능한 컴퓨터 사용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허가된 자에게 사전 공지 또는 허가 없이 압수 및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학생들은 

학교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받게 되며, 이 

정보는 반드시 비공개로 관리해야 하며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는 관리를 부여 받는 직원, 학교 대표, 부모님 외에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약속 

iSC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테크놀로지를 통해서도 배우고 사랑하고 지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배움 

• 유익한 학습 목적을 위해 장비와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배움을 추구하겠습니다. 

• 선생님과 행정 관리자의 허락 없이 게임, 메세지, 소셜미디어 사용을 피함으로써 

나의 시간과 주의를 보호함으로 테크놀로지 사용법을 배우겠습니다. 

• 부적절하거나 선정적 또는 음란한 자료들에 접근, 저장, 전송 또는 배포하지 

않고 유익한 자료를 찾아 테크놀로지 사용법을 배우겠습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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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다른 이의 장비 또는 시설을 아껴서 사용함으로 테크놀로지를 알맞게 

사용할 것입니다. 

• 다른이의 신체적, 지적 재산을 존중하여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것이며, 특히 다른 

이를 존중하기 위해 자원을 공정히 사용할 것이며 저작권법 및 규정을 준수할 

것입니다. 

• 타인을 존중, 격려하며 도움을 주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것입니다. 
 

지도 

• 나 자신과 타인의 데이타, 보안, 개인 정보 및 접근을 보호데에 있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도할 것입니다. 

• 보안 조치를 준수하고 촉진함으로써 테크놀로지 활용을 주도할 것입니다. 

• 장비 및 시설 주변에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지 않음으로 테크놀로지 사용을 

주도할 것입니다. 
 

지침 위반시 결과: 

위의 사항의 위반을 목격한 학생은 즉시 교장 또는 교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는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침 위반은 다음의 결과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 

• 분실/ 손상된 장비/시스템/데이터/시설의 수리/교체를 위한 금전적 지급 

• 장치의 내용 삭제 또는 재부팅 

• 사용 내역 감독 

• 기기 사용 일시 중단 

• 기기 사용 특권 상실 

• 상담/멘토링 

• 학부모/보호자와의 상담 

• 근신 또는 퇴학 권고(중대한 위반의 경우) 

 

특정한 경우에는 학교 행정은 이 서류에 담긴 사항이 위반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며 책자에 설명된 학교의 징계 사항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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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Q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중요 추가 참고 사항 

ISQ 행정 관리 

ISQ 학생들은 ISQ 행정 관리에 권리를 양도해야 합니다. 즉, ISQ 관리자(예: 중고등학교 교장, 

전체교장, IT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ISQ 시스템(예: 이메일, 사진/영상 갤러리, 서버, 

학교/학급 웹사이트)과 학생 소유의 장치(예: 파일,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계정에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ISQ 관리자는 또한 학부모님과 직접 상담을 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학생의 기기를 소유/압수할 수 있습니다. ISQ 행정 관리 권한은 캠퍼스 내에 영향을 

끼치며 학교 관련 여행 중 여행 인솔자에게도 부여됩니다. 

 

테크지침의 위반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피해를 입은 상대방 혹은 그룹에게 사과 

• 기기/시스템/자료/시설에 대한 분실/손실 혹은 수리/대체에 대한 알맞은 비용 

지불 

• 소프트웨어, 비디오, 등의 삭제 (예: 합법적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에 대한 의심이 

갈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시) 

• 특권 손실 (예: 이메일, 네트워크, 시스템 계정, 아이패트/노트북/컴퓨터/카메라 

사용 제한) 

• ISQ 로 부터의 정학 혹은 퇴학(특정 사항 위반시) 

 

위의 내용 이외의 상황 발생시, 학교 행정팀은 상황을 판단하여 테크지침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고 이에 알맞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ISQ 기기 규정 

ISQ 학생들은 학교 여행, 현장 학습(별다른 지시가 없을시)을 제외하고는 매일 학교에 

개인 기기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ISQ 는 2021-2022 학년도까지 모두 애플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다음 승인된 기기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 6-8 학년 학생들은 다음의 기기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o iPad 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 iPad 9.7 인치 Pro 모델 A1674(2016 년 3 월 출시) 또는 그 이상. 최소 

128GB 의 저장 용량 

• iPad 9.7 인치 6 세대 모델 A1893(2018 년 3 월 출시) 또는 그 이상. 

최소 128GB 의 저장 용량 

• iPad air 2019 년(2019 년 3 월 출시) 또는 그 이상. 최소 128GB 의 

저장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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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Pad 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무선 키보드 

 

• 9-12 학년 학생들은 다음의 기기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o MacBook Air 가 다음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 2017 모델 A1466 - MQD32LL/A(2017 년 6 월 5 일 출시) 또는 그 이상 

• 최소 8GB RAM/128GB 저장 용량 

• 코어 i5 또는 코어 i7 일 수 있음  

o 또는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MacBook  

• 2017 년 중반 모델(2017 년 6 월 5 일 출시) 또는 그 이상 

• 최소 8GB RAM/256GB 저장 용량 

• 코어 m3, m5, m7 일 수 있음 

o 또는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MacBook Pro 

• 2017 년 중반 모델(2017 년 6 월 5 일 출시) 또는 그 이상 

• 최소 8GB RAM/256GB 저장 용량 

• i5 또는 i7 일 수 있음 

• 터치 바(선택 사항) 

 

중요한 사항 

IT 규정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IT 부서 또는 중고등학교 교장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집에서 기기 또는 액세서리(예:충전기)를 잃어버린 경우에 IT 부서는 대여 

기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학생이 기기를 수리하는 동안 IT 부서는 가능한 기기가 

있는 경우 대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기기에 대해 궁극적 책임이 

있으며, ISQ 는 분실, 도난 또는 손상된 기기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SQ 는 Office365 를 통해 Office 2016 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학생 책자를 위반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자신의 기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IT 부서는 학교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직접 도움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컴퓨터에 있는 교체 부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음을 부록 4 에 관련된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4: iSC 의 테크놀로지 사용 지침 

 

요약 

ISQ 테크 지침은 아래와 같이 몇가지의 키 포인트로 요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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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 저는 iSC 커뮤니티와 디지털 세계에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 할 것입니다. 

• 저는 배우고 사랑하고 리드하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서명 

iSC 학교에서 테크놀로지 자원과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 사용자는 반드시 위의 

정책 및 기타 모든 관련 사항을 읽고 이해하고 준수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는 

설명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정보 또는 보안이 침해가 우려될 경우 IT 부서 

대표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iSC 테크놀로지 및 정보의 사용과 위의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결과를 읽고 

이해하였습니다. 

 

ISQ 의 학생으로서, 저는 위와 같이 테크놀로지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지키지 않을시의 

결과에 대하여 잘 읽었으며 이해하였습니다.  

 

학부모로서, 저는 위와 같이 테크놀로지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지키지 않을시의 결과에 

대하여 잘 읽었으며 이해하였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 
Student Name   Student Signature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 
Student Name   Student Signatur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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