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봄학기 한 빛 한 국 어 학교 입학원서 접수 요강
한빛 한국어 학교 2019년 봄학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입학원서 제출시 원서 와
등록비(Check)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 주셔야 등록이 마감된 것이므로, 학부모님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불된 등록금은 효율적인 학교 운영상, 수업 시작일(2019년 02월 09일)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원서를 작성해서 현재 담임
선생님이나 교회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확인은 E-mail로 보내지며, 기타
문의사항은 E-mail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입학자격조건 : 만 5세(2018년 8월 킨더 입학)부터 8학년(SAT 준비반)까지의 학생

2.

원서 배부 및 접수기간 : 1차 등록 : 12월 1 일 ~ 12월 1 5 일 (재학생 등록 접수)
2차 등록 : 12월 16일 ~ 12월 30일 (신규 등록 접수)

3.

원서 접수 장소 : 담임 선생님 또는 한 빛 교회 사무실

4.

담당자 : 최승희 교무 선생님(koreanschool@sdhanbit.org)

5.

학 비 : $240(수업료 및 점심식사 포함): 형제 자매 할인/수표(Check)만 지불 가능.
(자녀 1명- $240, 자녀 2명- $460, 자녀 3명 - $660)

[12월 15일까지 등록금 완납하시면 가정당 10불이 할인됩니다. $230(1명)/ $450(2명)/$650(3명)]
Payable to HANBIT KOREAN SCHOOL(수표에 학생이름과 반을 반드시 기입해 주세요)
6.

2019 봄학기 주요일정 : 2019년 2 월 9 일 개강 ~ 6월 1일 종강(수업: 16주)
(4월 20일 부활절 방학, 학교 사정에 의해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7.

교육 시간 : 오전9시 – 오후 1시(점심 시간 포함)

8.

점심 식사 제공 및 학부모 봉사 시간 : 점심은 학부모님의 윤번제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봉사로 점심이 준비 되오니, 우리 아이들의 따뜻한 식사를 위해
반 드 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7 CARDIN ST., SAN DIEGO, CA 92111

한빛 한국어 학교 등록원서

2019 봄학기

Hanbit Korean School Registration Form

Spring 2019

학생 영어 이름

신규(New)

Student English Name

재등록(Returning)

학생 한글 이름
Student Korean Name
재등록시 지난 학기 반/선생님 이름

알러지 (유 / 무)

Name of Last class/teacher

Allergy (YES / NO)

생년월일

년

Date of Birth

월

일

나이

성별

남

여

학년

Age

Gender

M

F

Grade

미국 거주 년 수:

출생지

Number of years in the USA:

Birth Place

출석교회

집주소
Address
보호자 성함

Email

관계

Parent’s Name

Address

전화번호

비상시연락처

Phone No.

Emergency Contact Info

관

계

Relation

본교 재학 중인 형제 자매 이름

본교 재학 중인 형제 자매 이름

Name of the first sibling enrolling to KS

Name of the second sibling enrolling to KS

한국어 능력

말하기

Korean Language

(Speaking)

듣

기

(Listening)

읽

기

(Reading)

전화
Phone

쓰

기

(Writing)

위의 학생은 귀교에 등록하기를 원하여 이 원서를 제출하면서, 귀교의 학습 과정을 적극 지원할 것과 부모 또는 보호자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한국어 학교 기간 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다음의 “법적 책임 해제 내용”을 읽고 동의함으로 이에 서명합니다.
법적 책임 해제 확인 및 사진/비디오 사용 동의
본교의 교사들은 귀댁의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학교기간 중에 일어나는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당국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수업이 시작된 후 개인적 사정에 의한 등록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읽고 이해하신 후에 입학원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의 행사에 참가하여 촬영한 자녀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한빛 한국어 학교 및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문서와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합니다.
I submit this application for my child to be registered in your school. I promise to provide my support for your school’s academic and
extra curricula programs, and to fulfil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a parent or a guardian. I have read the following “Liabilities Release
Confirmation” and I waive my rights to take any legal action against school and /or its staff.
Liabilities Release Confirmation
The staff of this school will do their best to assure all possible safety measures for your child while in school. However, the school will
not assume any liability incurring during the school period. No tuition refunds will be given due to personal reasons after class starts. I
read this condition and I waive my rights to take any legal action against this school and/or its staff.
Photo Release Permission
As a parent or guardian of this student, I hereby consent to the use of photographs/videotape taken during the course of the programs
by Hanbit Korean School for publicity, promotional and/or educational purposes (including publications, presentation or broadcast via
newspaper, internet or other media sources). I do this with full knowledge and consent and waiver all claims for compensation for use,
or for damages.
부모 / 보호자 (Parent / Guardian) X

Office
Use Only

Date

반 배정

회비납부현황

Class Placement

Amount Paid

Check #

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