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HS 7학년 신입생 Q & A  

1. 등교 첫 날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가방에 기본 필기도구를 준비해 옵니다.  

→로비에서 발열 체크 후 교실로 이동합니다.  

→등교 첫번째 날은 담임선생님과 입학 첫날 프로그램(정규수업+안내)을 진행합니다. 

→학교 생활에 필요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하교 후에 확인하시고, 받지 못 하신 분은 꼭 담임과 

연락합니다. 꼭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모든 준비물(이름 쓰기)을 가지고 와서 자기 사물함에 넣습니다. 

<발송 내용 참조> 

1) Parent student handbook(학생 핸드북: 행정, 회계 안내/학교생활 지침 참조) 

2) Introduction letter(교사 소개 편지) 

3) Student info(학생 정보 기록지-제출) 

4) Calendar(학사 일정) 

5) Daily schedule(수업 시간표) 

6) Weekly lesson plan(주간 교육 계획안) 

7) Materials(준비물 리스트) 

8) ASP & Club letter(방과후 및 동아리 신청 안내문) 

9) Lunch menu(식단표) 

10) Bus schedule(차량 시간표) 

 

2. 준비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준비물은 당일 안내문을 참조바랍니다. 추가 준비물은 Weekly Plan(영어과+국어과)을 통해 주

간으로 전달됩니다. 

3. 교과서는 언제 어떻게 받나요?  

→수업시간에 각 과목 담당선생님을 통해 제공됩니다. 

4. 간식을 학교에 가져가도 되나요?  

→학교 식당에서 제공하는 점심/오후 간식이 있으므로 개인적인 음식/간식은 반입하지 않습니다. 

→간식은 학급이 모두 나눌 만큼 가져와서 담임께 말씀드리고, 담임교사가 나누어 주도록 합니다. 

→버스 안에서는 음식 섭취가 안됩니다.  

5. 수저와 물통을 안 가져 가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 식당에 수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컵을 배치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물병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6. 스쿨버스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하교 때 장소 변경하여 승차 가능 한가요?  

→등교 전에 차량 방으로 초대받으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량 방으로 등/하교 차량시간표를 안내해 드립니다.  

→날씨와 도로사정으로 인해 조금씩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스쿨버스 승 하하차 장소의 임의 변동은 불가합니다..  

7. 학교에 준비물을 가져갔는데 없다고 연락이 왔어요.  

→준비물을 보내 실 때는 학생에게 모두 보여주시고, 사용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학생 스스로 가

방에 넣어 챙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챙겨 주시면 가지고 와서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모품은 중간중간 확인하셔서 보충해 주십니다.  

→치약, 치솔은 금요일마다 가져가서 소독해 옵니다. 

8. 분실물은 어떻게 찾나요?  

→물건을 분실한 경우, 행정실 앞 분실물 박스에서 찾아갑니다.  

→전화기 등의 고가의 물건의 경우는 행정실에서 찾아갑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9. 방과 후 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1학기에 진행 하나요?  

→3월부터 시작하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임교사로부터 안내가 발송되며 담임께 신청합니다.  

→방과 후 수업과 동아리 활동은 신청 후 변동 및 환불 되지 않습니다.  

10. 학생 비자 서류 외 행정 서류는 어떻게 발급 되나요?  

→신입생은 3월부터 학생 비자 서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NA5, 비자용 재학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신청은 최소 1주일 전에 행정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계 사무실(S24-1 Hung Vuong2)에서는 비자 서류 발행이 불가합니다. 

→모든 행정 서류는 행정실을 통해 신청하시고, 받아 가십니다. 

11. 교복과 체육복을 구매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요?  

→교복은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합니다(매달 1회예정)  

→체육복은 학교 행정실 또는 푸미흥 회계 사무실에서 상시 구매가 가능합니다. 

12. 보험 신청 후 아이가 다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서 보험 신청을 위한 서류를 받으십니다.  

→보험 청구를 위한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실로 문의 하십시오.  

13. 보험 신청 후 아이가 다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서 보험 신청을 위한 서류를 받습니다.  

→보험 청구를 위한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실로 문의 하십시오.  

14. 보건 안내  

→등교 후에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담임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담임 교사가 아이를 동반하여 보건실을 방문합니다.  



귀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공될 보건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개인 약을 가지고 가도 되나요?  

천식 등의 지병으로 인한 상비약은 허용이 되나 그 외의 일반 상비약은 개별 소지가 제한됩니다.  

약을 지속해서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합니다. 

15. 상담  

→ 모든 상담은 담임교사에게 연락합니다. 담임교사가 상담교사의 도움을 받을지 결정합니다. 

16. 회계 안내  

→학비 청구서는 언제 받나요?  

학비 청구서는 각 분기가 시작되기 3주 전에 개인 메일로 발송됩니다.  

 (1분기-1월29일, 2분기-5월7일, 3분기-7월 23일, 4분기-11월 12일 청구서 발송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메일을 확인 하시고, 납부 날짜에 맞춰서 학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년 신입생의 1분기 학비 납부 마감일은 2월 19일까지 입니다.  

→모든 학비 납부, 환불, 레드빌 관련 사항은 회계과로 문의 하십시오. 

 

 

 

 

 

 

 

 

 

 

 

 

 

 

 

 

 



 

Q & A for freshmen in JHS 

1. There is no timetable for the first day. What do I prepare?  

→ Bring all other items according to the list of preparation (indicating your name) and put them in 

your locker.  

→After checking temperature, students can move to their classroom.  

→On the first day of school, the program is held on the first day of admission and normal class as 

usual.  

→Information Envelope: necessary for school life will be sent. Please check after school and contact 

your homeroom teacher if you have not received it. Please check the contents. 

<Refer to the Information Envelope> 

1) Parent student handbook (Refer to the guidelines for administration and accounting/school life) 

2) Introduction letter 

3) Student info 

4) Calendar 

5) Daily schedule 

6) Weekly lesson plan 

7) Materials 

8) ASP & Club letter 

9) Lunch menu 

10) Bus schedule 

 

2. What do I need to bring to school?  

→Please refer to the information sheet for what to prepare. Additional supplies will be delivered 

weekly through the Weekly Plan.  

3. When and how do I get the textbook?  

→ It is provided by the teacher in charge of each subject during class. 

4. Can I bring snacks to school?  

→As there are lunch/afternoon snacks provided in the school cafeteria, personal food/snacks are 

not brought in.  

→ Food is not allowed on the bus.  

5. What if I don't take my spoon and water bottle?  

→Spoons are prepared in the school cafeteria.  

→Because the school does not arrange cups, students must carry a water bottle with their own 



name written on them.  

6. What is the school bus time? Is it possible to change the location when getting off school?  

→ Before going to school, you need to check if you have been invited to the KaKao group Talk for 

school bus.  

→We will guide you to the group talk and get to school timetables.  

→ It may change slightly due to weather and road conditions.  

→Due to personal circumstances, random changes to the school bus boarding and disembarkation 

locations are not allowed. 

7. How do I find my lost item?  

→In case of loss of property, go to the lost and found box in front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In the case of expensive items such as telephones, go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The school is not responsible for lost items.  

8. Do I apply to after-school classes in the first semester?  

→You can apply for after-school classes starting in March.  

→When information about the after-school classes is sent from the homeroom teacher, apply to 

the homeroom teacher.  

→After school classes are not subject to change or refund after application.  

9. How are administrative documents other than student visa documents issued?  

→New students can apply for student visa documents from March. NA5, visa certificate of 

enrollment will be issued.  

→Application must be made at least one week in advance with the Administration Office.  

→Accounting Office(S24-1 Hung Vuong2) cannot issue visa documents.  

→All administrative documents must be applied through the Administrative Office and received. 

10. Where can I purchase school uniforms and PE uniforms.  

→School uniforms will be noticed to order and measure on letter.  

→PE uniforms can be purchased at any time at the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or at the Accounting 

Office.  

11. My child is hurt after applying for insurance. What should I do?  

→You can ask for and receive documents for insurance application at the hospital.  

→For more information on claiming insurance, contact the Administrative Office.  

12. My child had an accident/sick after applying for insurance. What should I do?  

→You can apply insurance claims directly at the hospital.  

→For more information on insurance claims, contact the Administration Office.  

13. My child had an accident/sick after applying for insurance. What should I do?  

→You can apply insurance claims directly at the hospital.  

→For more information on insurance claims, contact the Administration Office. 



14. What are the health protocols in school?  

→ If a student is sick during school hours, his/her homeroom teacher will seek the help of the 

school nurse by bringing the student to the school clinic. We will then contact the parent/guardian 

if the student needs to return home. Please refer to the health announcements that will be provided 

in the future.  

→ Medicine for chronic diseases such as asthma is allowed but common medicines are a case to 

case basis depending on the student’s circumstance. A student is advised to rest at home if he/she 

needs to take medication on a continued basis.  

15. Counseling 

→All discussions will be directed to your homeroom teacher. The homeroom teacher decides 

whether to get help from the counselor. 

16. Accounting Guide 

→Please contact the accounting department for all tuition payments, refunds, and red invoice 

related mat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