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장 규정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교 유니폼을 입는 학생들은 자부심이 올라가고 행동도 

조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친구들, 선생님들과의 관계, 공동체에서의 

소속감과 안정감, 나아가서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학교는 

또한 수수하고 단정한 옷차림의 중요성을 믿고 있으며,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매일 적절한 복장으로 등교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F 반부터 12 학년까지 전교생에게 적용되는 복장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복장 규정은 ISQ 폴로, 승인된 하의 규정, 동절기에 받쳐입을 수 있는 

기본 레이어와 ISQ 재킷으로 구성됩니다. 복장 규정은 기본 ISQ 폴로 셔츠와 ISQ 

재킷에 더불어, 하의에 대한 지침(바지, 스커트 등)과 동절기 레이어에 대한 지침도 

포함합니다. 

이 규정은 내년 학년도를 시작으로 일상 복장 규정(하우스 이벤트, 드레스-업 데이,

예술제 같은 특별 활동일을 제외함)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ISQ 폴로 

ISQ 폴로는 기본 파란색 또는 흰색으로 제공되며, 짧은 소매와 긴 소매 옵션이 있습

니다. 이 셔츠들은 K12 Org 웹사이트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보통 3-7 영업일 이

내에 학교로 배송될 것입니다. 

하의 

하의는 회색, 파란색 또는 검은색 계열의 무지 천(무늬, 디자인, 큰 로고 등이 없는 

것) 이어야 합니다. 바지는 기본 일자 바지 스타일이어야 하며, 찢어지거나 구멍이 

있는 바지, 밑단 처리가 안 된 반바지나 치마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체육 시간 

외에는 운동복 바지와 반바지, 체육복 바지를 입을 수 없습니다. 

반바지와 치마는 품이 여유롭고 단정해야 합니다. 치마와 반바지는 서 있을 때 무릎 

위 2 인치 또는 5cm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치마는 여학생들만 입을 수 있으

며, 레깅스는 승인된 길이의 치마나 반바지 속에 입을 때만 허용됩니다.  

기본 레이어 

추운 날씨에 학생들은 무지 원단의 회색, 파란색, 검은색 또는 흰색의 기본 레이어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레이어는 폴로 셔츠, 바지, 셔츠, 반바지, 스커트 아래에 

착용할 수 있는 긴 소매의 셔츠, 레깅스, 타이즈 등을 말합니다. 



겉옷 

학생들은 등하교 시 또는 캠퍼스 내에서 폴로 셔츠 위에 ISQ 재킷이나 코브에서 구

매한 대체 겉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등하교 시 코트나 재킷과 같은 

따뜻한 외투를 추가로 입을 수도 있습니다. 

코브 의류 

현재 또는 이전에 코브 매장에서 판매된 의류가 ISQ 폴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코브 의류는 겉옷이나 체육복의 대안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체육 수업 시간의 체육복 규정

ECC/초등부

ECC 와 초등부 학생들은 체육 시간에 ISQ  정규 유니폼을 입을 것입니다. 신발은 

신체활동에 편한 신발을 신으면 됩니다. 

중고등부 체육복 유니폼 

• 중고등부 학생들은 체육 수업 시간에 체육복 유니폼(반바지와 티셔츠)을 입어

야 합니다.

• 체육복 유니폼은 체육 수업 시간에만 입어야 합니다.

• 날씨가 추울 경우, 학생들은 체육복 유니폼 안에 흰색, 회색, 청색, 검은색의 무

지 레이어를 받쳐입을 수 있습니다. 또 학교 스포츠 경기복 또는 ISQ 자켓을 입

을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은 방과 후 체육 활동 시간에 체육복 유니폼을 입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고려 사항 

• 비치 샌들 또는 슬리퍼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신발은 체육과 과학 실험시

간에 적합해야 합니다.

• 모발은 단정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헤어 스타일은허용

되지 않습니다. 11 학년과 12 학년 남학생들은 깔끔하게 유지가된다면 수

염을 기르는 것이 허용됩니다.

• 귀걸이 외에, 학생들은 학교 또는 학교 활동 시 다른 신체 피어싱 장신구를

착용할 수 없습니다.

• 노출이 심한 의상, 불쾌한 글씨나 이미지가 부착된 옷, 지나치게 꽉조이거

나 헐렁한 옷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학생들은 옷에 그림을 그리거나 자르거나 장식을 하는 등의 개조를 할 수 

없습니다.

• 청결과 단정함 그리고 현지 관습에 대한 존중은 ISQ 가 지켜야 할표준입니

다.

만약 학생이 복장 규정을 어기고 등교를 할 경우, ISQ는 학생이 그날 착용할 수 

있는 옷 한 벌을 빌려줄 것입니다. 학생은 그 옷을 집에 가져가서 세탁한 후 학교에 

반납해야 합니다. 복장 규정을 어긴 학생들은 디텐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