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anksome Hall Asia
BOARDING FAQ



A Home Away From Home

Our Boarding students feel right at home in our unique and architecturally designed Boarding Houses. 

(Ainslie, Shin Saimdang, Sherborne, Seondeok House) All our girls enjoy very modern accommodations and 

our well-trained Boarding faculty are always present to support each girl. Every Boarding student is assigned to 

a Family group of approximately 10 girls, and is counselled by one member of our Boarding Faculty. 

Teacher Dons and Heads of House live on campus to provide support at all times. 

Below are the general guidelines for Boarding at Branksome Hall Asia.

브랭섬홀 아시아 기숙사 학생들은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시설을 자랑하는 기숙사의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각 기숙사 학생은 Ainslie, Shin Saimdang, Sherborne, Seondeok House 중 한 하우스에 배정되며, 전문 교육을  
받은 교사진과 캠퍼스 상주 기숙사 전담 교사 (Boarding Teacher Don)로부터 다양하고 긴밀한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각 학생은 약 10명씩 패밀리 그룹에 배정되어 그룹 당 한 명의 교사가 생활 및 지도를 담당합니다. 하기 내용에서  
브랭섬홀 아시아의 기숙사 생활 관련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및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What type of rooms are provided in the Boarding Houses?

A: In the Middle School Houses, each Boarding student stays with a roommate in one room.  

    A maximum of 8 students in 4 rooms live in a pod with a shared kitchen, bathroom, and living spaces.  

    In the Senior School Houses, students enjoy a private room and en suite bathroom. 
Q: 브랭섬홀 아시아 기숙사에서는 어떤 종류의 방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미들 스쿨 기숙사에서는 룸메이트와 함께 2인 1실을 사용합니다.  
     또한 4실 최대 8인으로 구성된 파드(Pod)에서 키친, 화장실과 샤워 시설, 거실 등을 공유하며 함께 생활합니다. 
     시니어 스쿨 기숙사에서는 화장실이 포함된 1인 1실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유지함과 동시에 옆방 친구와 친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Q: How are roommates chosen? 

A: Roommate selection is based on multiple factors; age, available space, balance between the Houses,  

    Family allocation and Buddy selection. We do not recommend a change in roommate after the student has moved in.  

    Each year, students have the option to indicate their preference, but this does not guarantee their roommate.  

Q: 룸메이트는 어떻게 선택되나요?
A: 룸메이트는 연령, 기숙사 배정, 각 기숙사 간의 균형, 기숙사 Family와 Buddy 등 다양한 요인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기숙사 입소 후 룸메이트 변경은 권장하지 않으며, 학년 시작 전 선호하는 룸메이트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When are meals provided and how are they monitored? 

A: Three meals a day are provided for each Boarding student, in addition to an afternoon snack in her House.  

    Students are required to attend each meal and attendance is taken to ensure accountability and to promote  

    healthy eating habits. 

Q: 식사는 언제 제공되나요? 식사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되나요?
A: 기숙사 학생들에게는 하루에 세 끼 및 오후 간식이 제공됩니다. 건강한 식사습관 형성을 위해 학생들은 필수로 식사해야 하며,  
    매끼 식사 여부가  체크됩니다.  

Q: How do I request leave for my daughter?  

A: There are two types of leave: Weekend Leave and Holiday Leave. 

1. Weekend Leave: Parents must email the Head of House, using the designated form, by 6:00 pm on Tuesday to  

request leave for the weekend. Please note that students should only request leave approximately one time per 

month unless there are extraordinary circumstances. 

2. Holiday Leave: Parents must use the designated form and email the Family Don two weeks in advance. Parents 

are responsible for booking their own flights. Bookings at the beginning of the holiday should be after 4:30 pm. 

On return, Boarding opens at 3:00 pm and students should arrive between 3:00 - 6:00 pm. Multiple buses are  

provided from the airport to Branksome Hall Asia between 3:00 - 5:30 pm. Teacher Dons will accompany stu-

dents to and from the airport. 

Q: 자녀의 기숙사 외출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주말 외출 또는 방학 기간 기숙사 퇴소/입소 신청의 두 가지 유형의 외출 신청이 있습니다. 

1. 주말 외출 신청: 부모님께서 지정된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화요일 밤 10시까지 자녀분 기숙사 총사감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 학생들의 외출 신청은 월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방학 기간 기숙사 퇴소/입소 신청: 방학 2주 전에 지정된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 후 자녀분의 담당 부사감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학부모님께서 자녀분의 항공편을 직접 예약해 주셔야 하며, 방학 시작 시 (기숙사 퇴소 시) 자녀분이 이용할 항공편은 오후 
4:30 이후로 예약하셔야 합니다. 방학이 끝난 후 기숙사는 오후 3시부터 개방되며, 학생들은 오후 3시~6시 사이 기숙사에 도착해야 
합니다. 방학을 위한 기숙사 입/퇴소 시 학교- 공항 및 공항-학교 간 이동을 위해 오후 3시~ 오후 5:30 사이에 다수의 학교 셔틀버스가 
운영되며, 부사감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동행합니다. 

Q: What type of medical care is provided for my daughter in Boarding? 

A: We have access to a nurse and medical center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The Boarding faculty often provide transportation for students to medical clinics in Jeju and a general medical clinic is  

    within walking distance from our school. If a student receives medicine, it must be kept in the Branksome Hall Asia 

    medical center. The medical center will update parents as needed on medical care that was given. 

Q: 기숙사 학생에게는 어떤 의료 지원이 되나요?
A: 브랭섬홀 아시아는 24시간 자체 메디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다양한 의원들이 위치하고 있으나,  
    영어교육도시 외의 다른 병원에 가야할 경우에는 교통편이 제공됩니다. 처방약의 경우 메디컬 센터에 보관하고 학생이 복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메디컬 센터에서 부모님께 학생의 건강상태에 대해 연락 드립니다. 

Q: What is the policy regarding electronics? 

A: Students are allowed to bring electronics for personal and school use. Each night, Middle School students submit  

    their electronics to a secure room at a specific time. The time varies for each grade, but it is between 9:30 - 10:15 pm. 

    Students have access to their electronics in the morning before school. In Grades 10 - 12, students are allowed  

    to keep their electronics overnight and are encouraged to use them responsibly. 

Q: 전자기기 사용 관련 기숙사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 학생들은 개인용 및 수업에 사용할 전자 제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학년에 따라 시간은 다를 수 있으나 매일 취침 전 밤 9:30~10:15  
     사이 개인 전자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익일 등교 전에 개인 전자기기를 돌려받습니다. 10-1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자기기를  
     책임감을 가지고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Can my daughter attend private lessons?  

A: At Branksome Hall Asia, we do not feel that it is necessary for students to attend academies on a regular basis. 

    If there is a special instrument or a subject that is necessary, then we will review the request on a case by case basis.  

    Branksome Hall Asia has many music lessons on campus and the Faculty is here to provide extra academic support. 

Q: 기숙 학생들의 사교육이 가능한가요?
A: 브랭섬홀 아시아에서는 별도 정기적인 학원 출석이나 과외 수업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악기나 꼭 필요한 교과목이 
    있다면 건별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브랭섬홀 아시아는 다양한 악기 교습 및 전문 교사를 통한 추가 학습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How will my daughter wash her laundry? 

A: There are two ways: For Grade 6 - 8, students leave items in a laundry bag on 1st floor and the cleaning staff  

    complete the laundry by 3:30 pm. Students then pick up their bags of laundry when they return home from school. 

    For students in G9 - 12, they can either leave the bag in the morning for the cleaning staff to complete or they can use  

    the machines in the evenings and weekends. All students will be shown how to use the machines. 

    Laundry detergent and dryer sheets are provided by the school. 

Q: 학생들은 어떻게 세탁을 하나요? 
A: 세탁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6-9학년은 1층에 세탁망에 세탁물을 넣어서 두면 클리닝 스탭이 오후 3시 30분까지 세탁을 완료하여 
     하교 시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9-12학년 학생들은 오전에 세탁망에 넣어 두면 클리닝 스탭께서 세탁하시거나 
     학생 스스로 저녁과 주말 시간을 활용하여 세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숙 학생들은 세탁기 사용 방법을 배우며, 세제와 섬유유연제가  
     제공됩니다. 

Q: Should my daughter bring her own bedding?   

A: In Middle School, the students have the option to use bedding that is provided by the school or to bring their own. 

    Each Middle School student receives a fitted sheet, mattress pad, duvet & duvet cover. A pillowcase is also provided,  

    but we ask each student to bring their own pillow. In the Senior School, it is expected that each girl provides her own    

    bedding.  

Q: 개인 침구를 가져와야 하나요? 
A: 미들 스쿨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침구 또는 본인이 직접 가져온 침구 사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학생은 매트리스 커버,  
     매트리스 패드, 이불 및 이불 커버를 제공 받습니다. 베개 커버는 제공되지만 개인 베개를 갖고 와야 합니다. 시니어 스쿨 학생의 경우,  
     본인의 침구를 갖고 와야합니다.



Ainslie, Shin Saimdang Houses Sherborne, Seondeok Houses

Weekdays

7:00 am - 8:00 am Wake up, Breakfast 기상, 아침식사 7:00 am - 8:00 am Wake up, Breakfast 기상, 아침식사

8:15 am - 3:30 pm Classes, Lunch 수업, 점심식사 8:15 am - 3:30 pm Classes, Lunch 수업, 점심식사

3:30 pm Houses Open 기숙사 개방 3:30 pm Houses Open 기숙사 개방

3:30 pm - 5:30 pm

CASE activities or relax 
(homework, medical visits, 
talk with a Teacher Don, social time) 

교과외 활동 및 개인 시간 
(숙제, 교사 상담, 친구들과의 시간)

3:30 - 5:30 pm

CASE activities or relax 
(homework, medical visits, 
talk with a Teacher Don, social time) 

교과외 활동 및 개인 시간 
(숙제, 교사 상담, 친구들과의 시간)

5:30 pm - 6:30 pm Dinner 저녁식사 5:30 pm - 6:30 pm Dinner 저녁식사

7:00 pm - 9:00 pm

Supervised Study Hall 
(1:1 tutoring with a Teacher Don, Conversational 
English session, group study)
필수 자습 시간
(기숙사 사감 선생님과의 1:1 튜터, 영어 회화 수업 
또는 그룹 스터디)

7:00 pm - 9:15 pm

Supervised Study Hall & University Counselors
(1:1 tutoring with a Teacher Don or group study)
필수 자습 시간 및 대입 상담 교사와 상담 
(기숙사 사감 선생님과의 1:1 튜터 또는 그룹 스터디)

8:30 pm - 9:30 pm
Fitness Center (optional)
피트니스 센터 이용 (선택)

9:15 pm - 10:15 pm
Fitness Center (optional) 

피트니스 센터 이용 (선택)
9:30 pm - 10:15 pm

Submit electronics and prepare for bedtime 
개인 전자기기 반납

10:30 pm Lights out and quiet time 소등 및 취침 10:30 pm Lights out and quiet time 소등 및 취침

Saturday

9:30 am - 10:30 am Breakfast 아침식사 9:30 am - 10:30 am
Breakfast served in House 
기숙사 내 아침식사

11:00 am - 1:00 pm

Room Inspections, physical activities, individual 
study 

방 점검, 운동 및 자습
11:00 am - 1:00 pm

Room Inspections, physical activities, 
individual study

방 점검, 운동 및 자습

1:00 pm - 2:00 pm Lunch 점심식사 1:00 pm - 2:00 pm Lunch 점심식사

2:00 pm - 3:00 pm Boarding CASE 교과외 활동 5:30 pm - 6:30 pm Dinner 저녁식사

3:00 pm - 5:30 pm
Social time, individual study 

개인 시간 및 개인 공부
7:00 pm - 8:00 pm

Activity in the House (movie, craft, cooking)
기숙사 내 활동 (영화감상, 공예, 요리 등)

5:30 pm - 6:30 pm Dinner 저녁식사 8:30 pm - 9:30 pm
Fitness Center (optional) 
피트니스 센터 이용 (선택)

7:00 pm - 8:00 pm
Activity in the House 
(movie, craft, cooking)
기숙사 내 활동 (영화감상, 공예, 요리 등)

9:30 pm - 10:30 pm Preparing for bedtime 취침 준비

9:30 pm - 10:15 pm Preparing for bedtime 취침 준비 10:30 pm Lights out and quiet in rooms 소등 및 취침

10:30 pm Lights out and quiet time 소등 및 취침

In SS, Saturday morning offers various sessions by teachers, which in-
clude EE, Design Studio, Art Studio, CAS, Service Learning, and subject 
reviews. 
시니어 스쿨 재학 기숙 학생은 토요일 오전 시간 동안 소논문 작성, 디자인 스튜디
오, 아트 스튜디오, CAS, 봉사활동 및 교과 복습 등 교사들과 다양한 학습을 진행
합니다. 

Sunday

10:30 am - 12:00 pm Brunch 브런치

12:00 pm - 2:00 pm Sunday Fun Day 일요일 활동

2:00 pm - 5:00 pm Social time, optional activities, individual study 개인 시간 (개인 공부, 선택 활동 참가, 친구들과의 시간)

5:30 pm - 6:30 pm Dinner 저녁식사

7:00 pm - 9:00 pm Supervised Study Hall 필수 자습 시간

9:30 pm - 10:15 pm Submit electronics and preparing for bedtime 전자기기 반납 및 취침 준비





Branksome Hall Asia
234 Global Edu-ro, 
Daejeoung-eup
Seogwipo Cit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Korea, 63644

Telephone +82.64.902.5000
Fax +82.64.902.5481

Website
www.branksome.a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