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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SSIS	  Community	  Learning	  Hub	  Activities):	  

Please	  read	  this	  document	  carefully.	  	  It	  is	  not	  intended	  to	  absolve	  Suzhou	  Singapore	  international	  
School	  (SSIS)	  from	  its	  legal	  responsibility	  to	  exercise	  a	  proper	  duty	  of	  care,	  but	  to	  define	  the	  extent	  
of	  it.	  	  It	  also	  sets	  out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you	  agree	  to	  when	  choosing	  to	  participate	  (on	  
behalf	  of	  yourself	  and/or	  your	  child)	  in	  SSIS	  Community	  Learning	  Hub	  activities.	  

In	  relation	  to	  participation	  in	  an	  SSIS	  Community	  Learning	  Hub	  Activity:	  

	  

• I	  understand	  that	  it	  is	  my	  responsibility	  to	  make	  sure	  the	  participant	  has	  health	  insurance	  
for	  the	  activity.	  	  The	  school’s	  insurance	  is	  limited.	  
	  
	  

• I	  understand	  that	  SSIS	  will	  do	  whatever	  it	  can	  to	  ensure	  the	  participant’s	  safety,	  but	  that	  
with	  all	  activities	  there	  is	  some	  risk	  involved,	  and	  that	  SSIS	  is	  not	  accountable	  for	  injuries	  or	  
damage	  that	  may	  occur	  outside	  its	  reasonable	  duty	  of	  care.	  
	  
	  

• I	  authorize	  the	  activity	  leader	  or	  delegate,	  in	  case	  of	  injury	  or	  accident,	  to	  take	  the	  
participant	  to	  any	  medical	  or	  dental	  examination	  as	  is	  necessary;	  and	  if,	  in	  the	  judgment	  of	  
the	  medical	  staff,	  treatment	  is	  required,	  I	  authorize	  the	  activity	  leader	  or	  delegate	  to	  
consent	  to	  this	  treatment.	  
	  

	  

• I	  agree	  to	  pay	  all	  costs,	  charges,	  and	  expenses	  incurred	  in	  relation	  to	  providing	  this	  medical	  
care	  and	  release	  SSIS	  and	  its	  representatives	  from	  responsibility	  for	  all	  costs	  on	  my	  behalf.	  	  
This	  applies	  to	  any	  upfront	  costs	  that	  may	  be	  made	  in	  lieu	  of	  an	  insurance	  claim	  or	  where	  
insurance	  policy	  does	  not	  cover	  medical	  expenses.	  
	  
	  

• I	  understand	  that	  all	  property	  the	  participant	  brings	  to	  the	  activity	  classes	  is	  their	  sole	  
responsibility,	  and	  that	  SSIS	  takes	  no	  responsibility	  for	  loss	  or	  damage	  of	  participant	  
property.	  

	  
	  

• I	  understand	  that	  once	  the	  participant	  has	  committed	  to	  the	  activity	  classes	  (by	  registering	  
and	  making	  payment),	  the	  activity	  fee	  paid	  is	  generally	  not	  refundable,	  unless	  the	  whole	  
activity	  is	  cancelled	  for	  the	  Semester.	  	  SSIS	  will	  consider	  refund	  claims	  on	  a	  case-‐by-‐case	  
basis	  and	  any	  refunds	  will	  be	  made	  at	  the	  sole	  discretion	  of	  SSIS.	  	  Refunds	  will	  not	  be	  made	  
if	  you/the	  participant	  merely	  change	  your	  mind	  (say	  to	  participate	  in	  some	  other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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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ces	  in	  an	  activity	  will	  generally	  be	  granted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however	  
continuing	  students	  may	  be	  given	  preference	  at	  the	  sole	  discretion	  of	  SSIS	  (and	  will	  be	  
given	  preference	  in	  the	  case	  of	  Swimming).	  

	  
	  

• If	  demand	  for	  an	  activity	  is	  insufficient	  SSIS	  may	  cancel	  the	  activity	  before	  commencement	  
and	  will	  refund	  fees	  paid	  

	  
	  

• I	  understand	  that	  if	  a	  child	  participant	  is	  not	  taking	  an	  SSIS	  school	  bus	  to/from	  the	  activity,	  
that	  a	  parent/guardian	  will	  be	  responsible	  for	  dropping	  off	  and	  picking	  them	  up.	  
	  

	  

• I	  understand	  that	  if	  the	  participant	  violates	  the	  SSIS	  behavior	  guidelines	  during	  an	  activity,	  
SSIS	  may	  apply	  consequences	  including	  a	  requirement	  that	  they	  return	  home	  immediately	  
and	  at	  their	  own	  expense.	  	  I	  understand	  that	  I	  will	  also	  be	  liable	  for	  any	  additional	  costs	  of	  
an	  accompanying	  adult.	  

	  
	  

• I	  understand	  that	  outdoor	  activities	  will	  typically	  still	  run	  when	  it	  is	  raining,	  but	  the	  gym	  
may	  only	  be	  used	  where	  available.	  	  Other	  indoor	  spaces	  may	  be	  used	  where	  available	  and	  
agreed	  by	  SSIS.	  

	  
	  

• Make	  up	  classes	  will	  not	  be	  provided	  in	  the	  case	  of	  participant	  illness,	  lateness	  or	  failure	  to	  
attend,	  nor	  when	  classes	  are	  cancelled	  due	  to	  extreme	  weather	  /	  pollution	  events.	  

	  
	  

• I	  understand	  that	  SSIS	  field	  trips	  may	  clash	  with	  scheduled	  activity	  lessons	  and	  that	  it	  is	  my	  
responsibility	  to	  communicate	  with	  the	  activity	  provider	  at	  least	  48	  hours	  in	  advance	  of	  the	  
scheduled	  lesson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arranging	  an	  alternative	  lesson	  time.	  	  SSIS	  and	  
the	  activity	  provider	  have	  no	  obligation	  to	  make	  refunds	  or	  provide	  make	  up	  lessons	  where	  
lessons	  are	  missed	  due	  to	  field	  trip	  clashes.	  

	  
	  

• I	  will	  contact	  the	  activity	  provider	  to	  seek	  clarification	  where	  required	  about	  any	  lesson	  
scheduling	  issues.	  

	  
	  

• I	  authorize	  SSIS	  to	  provide	  the	  relevant	  activity	  provider	  with	  any	  or	  all	  of	  the	  details	  I	  
provided	  to	  SSIS	  during	  the	  registration	  process	  (e.g.	  my/my	  child’s	  contact	  details,	  name,	  
date	  of	  birth/ag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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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read,	  understand	  and	  will	  abide	  by	  the	  Transport	  &	  Supervision	  Obligations	  shown	  
on	  the	  SSIS	  website	  in	  relation	  to	  the	  activity	  registered	  for.	  

	  
	  

• I	  understand	  that	  an	  administration	  fee	  of	  100	  RMB	  will	  be	  payable	  to	  SSIS	  in	  respect	  of	  full	  
and	  partial	  refunds,	  lesson/activity	  changes/switches,	  and	  manual	  registrations	  requested.	  

	  
	  

• I	  understand	  that	  online	  registrations	  will	  automatically	  be	  cancelled	  if	  full	  payment	  is	  not	  
received	  by	  the	  due	  date.	  	  SSIS	  will	  not	  follow	  up	  outstanding	  payments.	  	  Manual	  (late)	  
registrations	  may	  be	  allowed	  at	  the	  sole	  discretion	  of	  SSIS	  after	  the	  online	  registration	  
period	  has	  closed.	  

	  

 

声明（SSIS社区学习中心课程）： 	  

请您仔细阅读以下声明，苏州新加坡国际学校（以下简称 SSIS）并不是要免除应承担的法
律责任，就定义的程度而言，我们是履行适当的关爱义务。在您选择 SSIS外部专业老师教
授课程时（代表您自己或者您的孩子），就意味着您同意以下声明中的条款了。 

关于我孩子参加 SSIS  社区学习中心教授课程： 
 

• 我理解针对这次活动为我的孩子办理健康保险是我的责任。学校的保险是有限的。	  
	  
	  

• 我了解 SSIS会尽其所能的保证学生的安全，但是所有的活动都是有风险存在的，对
于 SSIS职责范围外的可能发生的伤害或者损害，SSIS不负有责任。	  

	  
	  

• 如果发生伤害或事故，我授权活动负责人或者代表送我的孩子去做医疗检查或者牙齿
检查。如果根据医务人员判断，我的孩子需要治疗的话，我授权活动负责人或者代表

同意治疗。	  
	  
	  

• 我同意以我的名义来支付所有可能发生的医疗护理费用，SSIS和活动负责人对医疗
费用没有任何义务。这适用于可以代替保险索赔或者保险不涵盖的医疗费用做出的任

何前期费用。	  
 
	  

• 我了解在旅行时我孩子带去的所有物品是孩子的个人责任，对学生所带物品的丢失或
者损坏的情况，SSIS不负有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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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了解一旦我的孩子或者我代表我的孩子承诺参加了这次活动（注册并付款），那么
所有的已付费用是不可退的，除非这个学期整个活动都取消。SSIS将会根据实际情
况酌情考虑个例退款，退款的细节将由 SSIS自行决定。如果仅仅是您个人或者您孩
子改变主意（比如说参加一些其他的活动），那么退款将不予受理。	  
	  
	  

• 活动中的名额一般遵循先到先得的原则，然而 SSIS会给予老学员优先权（在游泳活
动中给予优先权）	  

 
• 如果因为相关条件不足导致活动无法开展，SSIS 有可能会取消活动并退还已付费用。	  

	  
• 我了解如果我的孩子不乘坐 SSIS的校车，那么我有责任和义务接送我的孩子。	  

	  
• 我理解如果我的孩子在 SSIS的活动中违反行为准则，SSIS可以要求我的孩子立刻回
家并且回家的费用自理。我理解我将会是负责所有额外费用的监护人。	  

	  
• 我理解下雨的时候室外活动通常会仍然正常进行，但是体育馆可能只有在空闲的时候
才可以使用。 其他室内场地也可以在 SSIS同意下使用。 

 
• 由于孩子生病、迟到或者其他原因造成的缺课（不包括因为极其恶劣的天气原因造成
的课程取消），我们将不提供补课。	  

	  
• 我理解 SSIS的实地考察有可能会跟预定的活动课有冲突，我有责任负责提前至少 48
小时跟活动课老师进行沟通调整活动课的时间安排。SSIS和活动课授课老师没有因
为实地考察课的冲突给参与者提供退款或者补课的义务。	  

	  
	  

• 我会联系活动授课老师弄清楚关于课程安排的所有问题。	  
 
	  

• 我授权 SSIS向相关活动课程共享我们在 SSIS注册过程中所提供的有关我孩子的所有
信息。（如我或者我的孩子的联系方式，姓名、出生日期、年龄等）。	  
 
	  

• 我已经阅读、理解并遵守 SSIS官网上有关活动注册的交通监管义务。	  
 
	  

• 我理解 100元的管理费用将用来支付 SSIS就全款退款和部分退款，以及课程、活动
变化以及手动注册所需的费用。	  
	  

• 我理解如果学校没有在截止日期之前收到全额付款，那么您之前在网上的注册将会自
动取消。SSIS将不会跟进拖欠款项。在线注册截止后，SSIS为晚报名的学员提供手
动注册的服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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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SSIS	  Community	  Learning	  Hub	  Activities):	  	  
	  

아래의 내용을 주의깊게 읽어 주십시오. 이 동의서는 쑤저우싱가폴국제학교가 본교의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자녀가 외부업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관하여 
 

• 활동에 참여하는 자녀의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책임은 부모인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험은 혜택이 제한적이다. 

	  

• 나는 SSIS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활동에는 다소의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보호 의무를 벗어난 상황에서 발생한 상해나 부상에 대하여 
SSIS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l 사고 발생 시, 부모를 대신해 활동 인솔자나 책임자에게 의사의 권고에 따라 나의 자녀에게 
필요되는 검사와 치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만약,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어떤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활동 인솔자나 책임자가 그 치료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l 의료 행위로 검사와 치료에 따른 모든 비용은 부모인 내가 지불할 것이며 SSIS나 SSIS의 
대리자는 나 대신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어떠한 책임으로부터도 면제된다.  이러한 
본인 지불 원칙은 보험 청구를 통해 보전되는 비용 및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용에 대해 
모두 적용한다.  

	  

l 활동에 참여하는 내 아이의 모든 금전과 물품에 대한 관리 책임은 아이 자신에게 있으며 
SSIS는 학생의 금전과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l 일단 나와 내 아이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접수하고 비용을 지불한 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단, 학기 중 전체 활동이 취소된 경우만 활불이 가능합니다.  환불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SSIS는 환불과 관련해 각각의 상황을 고려할 것이며 본교의 
규정에 따라 환불을 결정할 것입니다. 단지 마음이 바뀐 경우,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l 만약 SSIS의 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아이의 교통편을 내가 책임져야하는 것을 안다.  

	  

l 	  

l 나는 내 아이가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SSIS의 학생 행동지침을 위반한 경우, 본교는 학생을 
바로 귀가 조치할 수 있으며 귀가 비용은 학생이 지불해야 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 또한 
귀가 조치시 성인 교사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 성인 교사의 동반경비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l 야외 활동은 우천시에도 진행되며	  체육실은 가능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야외 장소 역시 
가능하다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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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질병, 지각 그리고 생긴 결손 수업에 대해 보충 수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악화된 날씨 또는 미세먼지로 수업이 취소된 경우에도 보충 수업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l 본교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견학 학습과 활동 시간이 겹치는 경우 활동 담당자에게 
48시간 전에 활동 시간 변경을 요청하여 변경 가능한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SIS와 
활동 담당자는 견학학습으로 발생하는 결손에 대해 환불이나 보충 수업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이해합니다.	  

	  
l 필요에 따라 다른 활동 계획 시간과 관련해 활동 담당자에게 문의할 것이다. 	  

	  
l 활동 접수와 관련해 학교에 제출한 모든 정보를 활동 담당자와 공유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연락처, 이름 그리고 나이 및 생년월일 등등)  	  
	  
	  

l I	  authorize	  SSIS	  to	  provide	  the	  relevant	  activity	  provider	  with	  any	  or	  all	  of	  the	  details	  I	  
provided	  to	  SSIS	  during	  the	  registration	  process	  (e.g.	  my/my	  child’s	  contact	  details,	  name,	  
date	  of	  birth/age,	  et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