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망 한국학교 가을학기 신청서
Hope Presbyterian C hurch Korean School Application
등록번호

Check No.

위의 내용은 한국학교 기재 사항입니다.

학생 이름

한글 (Korean)

영어 (English)

생년월일(DOB)

성별(Gender)

학년(Grade)

신 입 □

(Student’s Name)

주

재 입 □

소

(Address)

보호자 연락처

이 름(Name)

관계 (Relationship)

이 름(Name)

관계 (Relationship)

전 화(Phone)

Email Address

(Parent’s Contact)

비상 연락처

전 화(Phone)

Emergency Contact
등록 과정에 v 표를 해주세요 (Please mark the program to register)

학기신청 및

□

금요반 (Friday): 5:00 PM - 8:00 PM

□

토요반 (Saturday): 9:30 AM - 12:30 PM

□

방 과후 태 권도 (TaeKwonDo) : 4세이상 지원가능 (Saturday) 12:45 PM -1:30 PM

□

방 과 전/후 사 물놀이 : 7세 이상 지원가능 (Fri.) 4:00 PM - 4:50 PM

수업료

(Sat.) 12:45 PM - 1:30 PM

(Tuition/Semester)

□

방 과후 부채 춤반 : 6세 이상 지원가능 (Saturday) 12:45 PM - 1:30 PM

가을 학기 : 9월 둘째 주 (13, 14일) ~ 12월 20,21일 (15주간, 추수감사절 휴교)
F all Semester: 2nd Week of Sep. ~ 15 w eeks (No school on Thanksgiving Week)
----------------------------------------------------------------------------------------------------------

수업료 : $350/ 첫째자녀

$330/ 둘째자녀

$310/ 셋째 자녀 (교재, 금 저녁, 토 점심 식사비 포함)

방과후 태권도 $100 (Additional, T-Shirt포함), 사물놀이, 부채춤반 $80 (Additional)
제한인원 : 20명 이내 선착순 등록

등록 방법
(Methods of Payment)

한소망 교회 Website (www.hopechurchusa.org) > 교육 > 한국학교 Page에서 Download
신청서+수업료(Check only)+설문지= 아래 교회 주소로 우송 또는
신청서+수업료(Check only)+설문지= 한소망 교회 사무실 방문접수
(Check Payable to Hope Presbyterian Church )

위 학생이 귀교에 등록하기를 원하여 이 원서를 제출하며, 귀교의 학습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것과
부모 또는 보호자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한국학교 기간 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다음의 “ 법적 책임 해제 내용”을 읽고 동의함으로
이에 서명합니다.
법적 책임 해제 확인
본교의 직원과 교사들은 귀댁의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한국학교 기간 중에 일어나는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한국학교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I submit this applica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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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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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e staff of this school will do their best as sure all possible safety measures for your child while in school.
However, the school will not assume any liability incurring during the school period.

부모/보호자 (Parent/Guardian)

날짜 (Date)

Hope Presbyterian Church Korean School
1190 River road, Teaneck, NJ 07666
교감 ( 201) 284-0441
한소망사무실( 201) 801-9100
WWW.hopechurchusa.org

한소망 한국학교 반배치 설문 조사서
Hope Presbyterian Church Korean School Application
귀댁 자녀의 한국어 능력에 따른 반 배정에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성의껏 사실대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질문의 박스 안에 V표 해 주세요.
듣기

항상

가끔

전혀못함

(Listening)

(Alw ays)

(Som etim es)

(N ot at all)

1. 지시를 듣고 이행한다.
2. 부모님과의 대화를 이해한다.
3. 단어를 듣고 사물이나 그림을 지목한다.
4. 부모님이 읽은 책이나 이야기를 이해한다.
말하기 (Speaking)
1. 한국어로 간단한 질문을 하고 답한다.
2. 여러가지 단어를 사용한다.
3. 한국어로 동화를 이야기 한다.
4. 문법에 맞게 한국어를 말한다.
읽기 (Reading)
1. 자음과 모음을 알고 읽는다.
2. 가부터 하까지 알고 읽는다.
3. 간단한 단어나 사물의 이름을 읽는다.
4. 받침을 안다.
5.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말한다.
쓰기 (Writing)
1. 본인의 이름을 쓸 수 있다.
2. 생각을 단어나 글로 표현한다.
3. 자음과 모음을 이용하여 글자를 만든다.
4. 간단한 문장을 만들고 쓴다.
학습태도 (Attitude)
1.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다.
2.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기를 좋아한다.
3. 한국어를 배우는 태도가 긍정적이다.
사무실전용
반 편성/교사 :

비고:

학생이름 : ______________________

부모님 서명/날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ope Presbyterian Church Korean School
1190 River road, Teaneck, NJ 07666
교감 ( 201) 284-0441
한소망사무실( 201) 801-9100
WWW.hopechurchus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