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r QISS Parents, 
亲爱的家长们， 
QISS 학부모님께,  
  
Qingdao No. 1 International School of Shandong Province is excited to announce that we are hosting Tennis Camps 
each Saturday morning through the 2017-2018 first semester.  The Qingdao Xinxing Sports Club will be providing 
FREE Tennis Camps on the QISS tennis courts.  Our students here at QISS deserve a chance to enjoy sports with 
their family members and friends whenever the opportunity comes up.  The structure of the camp will be as 
followed: 
很开心的宣布 QISS 将在 2017-2018 第一学期每个星期六上午开设网球训练营活动。 青岛新兴体育俱乐部将

在 QISS 网球场提供免费的网球训练。这是一个与家人朋友一起体验运动乐趣的好机会。训练营详情如下： 
QISS 는 2017-18학년도 매주토요일에 열릴 테니스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칭다오 신싱스포츠 클럽에서 본교 테니스 

코트에서 무료 테니스 강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QISS 학생 및 학부모님과 친구분들은 누구나 이 기회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아래에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s 日期 날짜: Saturday- October 28, Nov.4, Nov.11, Nov.18, Nov.25, Dec. 2 and Dec. 9 
                                       周六： 10 月 28 号，11 月 4 号, 11 月 11 号, 11 月 18 号, 11 月 25 号, 12 月 2 号和 12 月 9 号 
                                       토요일- 10월 28일, 11월 4일, 11일, 18일, 25일, 12월 2일,  9일 

 
Groups 分组 그룹：初级/中级/高级 Beginner/Middle/Advanced 초급/중급/고급 

Age 年龄: 6 岁及以上 6 years old and above 
 
Times 时间 시간： 
 
Times will be assigned based on participation numbers- Each session is 1 hour long and will be during the time 
block of 9:00am-12:00am on Saturday mornings. 各组参与时间根据参加的人数而定——每场 1 个小时，每周

六上午 9 点至 12 点之间。 
시간은 참여 학생수에 따라 추후 결정됩니다. –  매 세션은 1시간으로 이루어 지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입니다.  

Cost 비용 :免费向家长和学生开放 Free for both parents and students 참가자 모두 무료입니다. 

Registration 报名 신청 방법： 
Sign-ups will be through the registration form. Please fill out the form and return it as soon as possible to your 
student’s homeroom teacher. Please sign up in advance to guarantee a spot for this year’s tennis camp. Sign-ups will 
end on October 23th.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the school office: 6889-8888/8890-9802  
小学部与中学部本周开始报名。请填写报名表后尽快交回各班班主任。请您尽早报名,便于我们统计安排。

报名截止日期为 10 月 23 日。如有疑问请联系学校办公室: 6889-8888/8890-9802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선착순으로 모집됩니다. 신청서 마감일은 10 월 23일 입니다. 본 
캠프에 질문이 있으신분들은 학교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889-8888/8890-9802 

 

Sign-up sheet for registration is on the second page.   报名表附后。다음 페이지는 신청표입니다. 



 
 
 

STUDENT APPLICATION FORM 
 

STUDENT INFORMATION 

Surname/Family Name：                 Given Name(s):                    Grade Level: 
姓성名이름年级학년 

Gender: □Female  □Male 
性别 성별 女여男남 

Date of Birth:     /       / 
出生日期생년월일日일月월年년 

PARENT INFORMATION 

Father’s Name:                              Phone:                  E-mail: 
 

父亲姓名아버지성함电话전화邮箱이메일 

Mother’s Name:                             Phone:                  E-mail: 
 

母亲姓名어머니성함电话전화邮箱이메일 
PLEASE CHECK ONE 请选择（可多选）. 택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Student  

□Parent 

PREFERRED LESSON TIME  请选择一个合适的时间段。아래의 시간중 택일해주십시오 
 
(    )9:00AM-10:00AM                      (    ) 10:00AM-11:00AM                             (    )11:00AM-12:00AM 

 
I______________________ hereby accept that QISS will hold no responsibility if my son 
or daughter has any medical emergency while participating in the event. One of a K-2 
participant’s parents will need to come to school for the entire event. 
我同意, 我的孩子在参加活动时如发生任何医疗紧急情况，山东省青岛第一国际学校不承

担责任。参加活动的幼儿园至二年级学生必须有一名家长全程在现场陪同。 
본인_____________________ QISS 할로윈행사의이하서명에동의합니다. 

만약저의자녀가행사를참가하는동안의학적긴급상황발생시학교는이긴급상황및그의결
과에대해어떠한책임도지지않습니다. 유치원 - 

2 학년학생의학부모님은행사진행시항상학교에서자녀와동반하셔야합니다. 
 
 
 
Signature of Parent:_________________________Date:____________________________ 
家长签名학부모서명                                                                  日期날짜 
 
 
Sign-ups will start at this week. Please fill out the forms and return them as soon as possible. Sign-ups will end on October 23th. 
本周开始报名。请填写报名表后尽快交回学校。请您尽早报名,便于我们统计安排。报名截止日期为 10月 23 日。 
이번주 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일은 10 월 23일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