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더 한글학교 등록부
BOULDER KOREAN SCHOOL
한글 성명:
Korean Name:
성별: 남 / 여
Gender: Male / Female
주소:
Address:

나이:
Age:

집 전화번호:
Home Phone Number:
현재 재학 중인 미국학교 / 학년:
School / Grade:
미국 거주 년 수:
Number of years in the USA:

영어 성명:
English Name:
보호자 성함: (부)
Parents Names: (father)

생년월일:
Birth Date:
(모)
(mother)

비상 전화번호:
Mobile Phone Number:

기타 전화 번호:
Other Phone Number
출생지: 미국, 한국, 기타
Birth Place: USA, Korea, Etc.

부모님 이메일 주소:
Parent’s email address:

본교 처음 등록 연도:
The First Registered Year to BKS:
한국어 능력: 읽기 (상, 중, 하), 쓰기(상, 중, 하), 작문(상, 중, 하), 말하기(상, 중, 하), 듣기(상, 중, 하)
Korean Language Proficiency: Reading (advanced, middle, low), Writing (advanced, middle, low), Composition (advanced,
middle, low), Speaking (advanced, middle, low), Listening (advanced, middle, low)
(본교에 처음 등록하는 학생들만 기재해 주십시오.) (This is for those who register the first time to BKS)

본교에 재학 중인 형제(1) 이름(한글, 영문):
Name of the first sibling enrolling to BKS(Korean, English):
생년월일:
Birth Date:

출생지:
Birth Place:

미국 거주 년수:
Number of years in USA

미국학교 학년:
School / Grade:

본교에 재학 중인 형제(2) 이름(한글, 영문):
Name of the second sibling enrolling to BKS (Korean, English):
생년월일:
Birth Date:

출생지:
Birth Place:

미국 거주 년수:
Number of years in USA

미국학교 학년:
School / Grade:

위의 학생은 볼더 한글학교에 등록하기를 원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이 원서를 제출하며 부모 및 보호자는 학교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일어난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교사, 본교,볼더 한글학교 및 볼더 한인교회 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학생들이 본 교에서 수업 시간에 찍은 사진, 오디오 및 동영상 등의 모든 미디어 자료는 학교에 위임합니다. 위의 모든 사항에 동의하여
아래에 서명합니다. I/We do hereby release Boulder Korean School leaders, staff, BKC staffs and volunteer assistants from any liability whatsoever
arising out of any injury, damage or loss which may be sustained by said person during the course of involvements with Boulder Korean School. I/We
give Boulder Korean School permission to use image, voice, and/or appearance as such may be embodied in any pictures, photos, video recordings,
audiotapes, digital images, and the like, taken or made on behalf of all the school activities.
학생 이름 :
Student Name:

_


서명 및 날짜:
Signature and Date:

부모님 성함:
Parent Name:

_

서명 및 날짜:
Signature and Date:

등록 상황

Office Use Only

Cash

Check #

Total $ ____________ (2016 Fall)

Cash

Check #

Total $ ____________ (2017 Spring)

Payable to Boulder Korean School: 2016 FALL SEMESTER: $200 / $180(Siblings): 15 weeks.
2017 SPRING SEMESTER: $200 /$180(Siblings): 18 weeks

BOULDER KOREAN SCHOOL: 3665 MADISON AVE BOULDER CO 803032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