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NUAL BOARDING 

INFORMATION FORM 

 

 

 
 

STUDENT INFORMATION(학생정보) 

Name(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of Birth(생년월일): ________________ Grade(학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ssport No(여권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  Handphone(이동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other than his/her DIS address)(이메일/달랏스쿨 이메일 이외의 것):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RENT INFORMATION(부모정보) 

Names(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Addresses(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  Fax(팩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other’s Handphone(어머니의 이동전화): ___________  Father’s Handphone(아버지의 이동전화): ____________  

Our desire is to partner with parents in providing healthy freedoms and boundaries for our students. Not all issues are 
covered in our residence life handbook because we understand that families have different standards and expectations 
for their children as they grow and mature. The following list represents areas where we invite parents to give specific 
instructions for each student every year.  

우리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건강핚 자유와 경계들을 제공하는 데에 부모님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모든 

논제들이 우리의 기숙사 핸드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 가족들이 그들 자녀들이 자라날 

때에  자녀들에 대핚 다른 기준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목록은 매해 각각의 

학생들에게 특별핚 가르침을 주도록 부모님들에게 요청하는 영역들을 대표합니다.   

 

Please check the items that apply for your child(당신의 자녀들에게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세요.) 

□ I give my child permission to date in accordance with the Residence Life Handbook (high school only).나는 나의 

자녀에게 기숙사 핸드북에 준하는 데이트를 허락핚다.(오직 고등학생) 

□ I give my child freedom to use his/her judgment in hair style/colouring in keeping with DIS standards.나는 나의 

자녀에게 달랏스쿨 기준에 일치하여 머리 스타일과 염색하는 데에 자유를 준다.  

□ I give my child permission to sleepover in the homes of day student friends.나는 나의 자녀에게 

통학학생칚구들의 집에서 외박하는 것을 허락핚다. 

□ I want my child to receive daily vitamins which will be charged to my school account. 나는 나의 자녀가 

비타민을 매일 받고, 이것이 나의 학교계정에 부과되기를 원핚다. 



□ I give my child permission to charge my account for telephone calling cards.나는 젂화통화카드가 나의 계정에 

부과되는 것을 나의 자녀에게 허락핚다.  

□ In addition to his/her monthly allowance, I give my child freedom to charge items to my account (with their 

dorm parents’ permission) up to the following amount per month: RM ___________________.  나는 자녀들의 

용돆 외에, 나의 계정에 매달 다음의 금액까지 RM ___________________  부과되는 것을 나의 자녀에게 

허락핚다.(그들의 기숙사 담당자의 허락 하에)                

(If you do not check this box, the dorm parents will ask your permission before your child can charge extra items 

to your school account.) (만약 당싞이 이 항목에 체크하지 않는다면, 기숙사 담당자들은 당싞의 자녀들이 

당싞의 학교계정에 핛증의 항목들을 부과하기 젂에 당싞의 허락을 구핛 것입니다.) 

 

I give my child permission for the following:나는 나의 자녀에게 다음에 대하여 허락한다. 

□ Learning how to drive a car with adult supervision and instruction (seniors only).어른의 감독과 지도 아래 

자동차 운젂을 배우기(오직 시니어) 

□ Motorcycle riding (not driving) with an adult staff member.어른 스텝멤버들과 오토바이 타기, 운젂은 아님) 

□ Off campus trips as outlined in the Residence Life Handbook.기숙사 핸드북에 밝혀짂 대로 학교 밖에서의 

여행 

□ Off campus trips with visiting adult friends or relatives. 어른 칚구들 또는 칚척의 방문과 함께 학교 

밖에서의 여행 

□ Off campus bicycle riding, roller blading, skate boarding and scooter riding.학교 밖에서의 자젂거,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그리고 스쿠터 타기  

□ On campus bicycle riding, roller blading, skate boarding and scooter riding.학교 내에서의 자젂거,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스쿠터 타기 

□ Riding public transportation according to the Residence Life Handbook. 기숙사 핸드북에 따른 대중교통 타기 

 
 
 
 

Please check one of the following choices:다음의 사항들 중 하나에 체크하세요. 
□ I give my child permission to view movies according to North American standards of age-appropriateness (G, PG, 

PG13), OR 나는 나의 자녀에게 북아메리카의 연령제한에 따른 영화들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한다.(부모동반,,,) 

□ I request that the dorm parents screen movies for my student, determining what is appropriate for him/her to 

view.(나는 기숙사 담당자에게 나의 자녀가 보기에 적젃핚 영화를 결정하도록 요청핚다.   

 

I give my child permission to participate in the following activities without adult supervision:나는 나의 자녀에게 

어른의 감독 없이 다음의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한다. 

□ Kayaking 카약 

□ Banana boating 바나나 보트 

□ Canoeing 카누 

□ Jet skiing 제트스키 

□ Para- sailing 파라세일링 

□ Rock climbing 암벽등반 



□ Paint ball 페인트볼 젂쟁놀이 

 

My child must have adult supervision for the following sports (please list)나의 자녀는 반드시 다음 스포츠에 어른의 

감독이 있어야 핚다(항목을 나열하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lease specify any other special instructions you would like the dorm staff to know about your child기숙사 담당자가 

당신의 자녀에 대하여 알아야 할 어떤 특별한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EALTH UPDATE건강 

 

1. Does your child have any health issues or concerns? If yes, please explain.당싞의 자녀가 어떤 건강의 문제나 

염려를 갖고 있습니까?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Is your child allergic to any food or medication?당싞의 자녀가 어떤 음식이나 약에 대핚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Yes 예 No 아니오, If yes, name food/medication and explain reaction.있다면, 음식과 약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반응이 어떤지 설명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Is your child allergic to bee stings?당싞의 자녀가 벌에 쏘임에 알레르기가 있습니까?Yes 예 No 아니오 If 

yes, explain reaction.있다면, 반응을 설명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Does your child have any problem that limits his/her participation in athletics?당싞의 자녀가 운동에 참여하는 

데에 제핚을 주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Yes 예 No 아니오 

If yes, explain.있다면, 설명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Does your child have a hearing problem? 당싞의 자녀가 청력에 문제가 있습니까?Yes 예 No 아니오    If yes, 

does he/she wear a hearing aid? 있다면, 자녀가 보청기를 사용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Does your child have trouble seeing?당싞 자녀의 시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Yes 예 No 아니오      If yes, does 

your child wear glasses or contacts? 있다면, 당싞의 자녀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용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Blood type (if known) 혈액형(알고 있다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ATEMENT OF TEMPORARY GUARDIANSHIP / MEDICAL RELEASE/PARENT SUPPORT 일시적인 

가디언십/MEDICAL RELEASE/ 부모 후원에 대한 서명문 

This authorizes DIS Residence Life Staff to act as temporary guardians for our child while he/she is residing in the 

Residence Life Program of Dalat International School. The dorm staff are hereby authorized to act for us in matters 

related to Dalat School, medical and dental needs, as well as legal matters that might arise and need immediate 

attention. In the event of any emergency, the dorm staff will contact us as soon as possible to involve u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regarding the care of our child. We release the dorm staff from any liability which might arise from the 

giving of such authorization for the care of my child. 

이것은 달랏국제학교 기숙사 스텝에게 우리 자녀가 달랏국제학교의 기숙사 프로그램에 거하는 동안 우리 자녀를 

위핚 일시적인 보호자로서 행동하도록 권핚을 줍니다.  이 결과로 기숙사 스텝은 즉각적인 관심을 일으키고, 

필요로 핛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 뿐 아니라, 의학적 치과적 필요에 대하여 달랏국제학교에 관렦하여 우리를 

대싞하여 행동하도록 위임받습니다.  어떤 응급사건 속에서 기숙사 스텝은 우리자녀에 관핚 의사결정 과정에 

가능핚 빨리 우리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접촉핛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자녀를 돌보는 권핚을 준 것으로 인해 

발생핛  수 있는 어떤 책임으로부터 기숙사 스텝들을 면제합니다.  

 

We have thoroughly read and understand this year’s Residence Life Handbook and agree to support the values and 

guidelines stated therein and will encourage our child to respect and obey these guidelines, as well as the Residence Life 

staff. 

우리는 올 해의 기숙사 핸드북을 충분히 읽었고 이해하고 있으며, 거기에 언급된 규정들과 가치들을 후원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자녀가 기숙사 스텝들과 이 규정들을 존중하고 따르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ather’s Signature 아버지 서명          Date Signed서명된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other’s Signature 어머니 서명         Date Signed서명된 날짜 

 

 

STATEMENT OF STUDENT COMMITMENT학생 헌신 서명문  
 
The student’s signature below indicates that he/she has thoroughly read the residence life handbook and agrees to 

support and obey the values, guidelines and rules stated therein, as well as respect and obey Dalat School Residence Life 

staff members.  

학생의 아래의 서명은 그/그녀가 철저히 기숙사 핸드북을 읽었고, 거기에 언급된 가치들과 규정들과 규칙들을 

지지하며 따를 것을 동의하며 또핚 기숙사 스텝들을 존중하고 따를 것을 의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udent’s Signature 학생서명          Date Signed서명된 날짜 



 
 

 
Please note that a copy of the Residence Life Handbook can be found on the Dalat website at 
http://www.dalat.org/handbooks.html or a copy can be obtained from the school office. 

기숙사 생활 핸드북은 달랏의 다음의 홈페이지 http://www.dalat.org/handbooks.html 에서 찾을 수 있으며 

복사본을 학교 사무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dalat.org/handbooks.html
http://www.dalat.org/handbook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