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더한글학교 2021 년 온라인 수업 가을학기 안내 

Boulder Korean School 2021 Online School Year Fall Semester Announcement 
 
 
기간: 2021 년 8 월 21 일~ 2021 년 12 월 11 일 15 주  매주 토요일 아침 9 시 

 (**3 시간)(11 월 20,11 월 27 일 휴강) 

Schedule: August 21 2021 ~ December 11 2021, 15 weeks. Every Saturday starting at 9 AM 

(**3 hour classes)(No school on November 20th and 27th) 

 

특별 행사 : 10 월 16 일 야외 백일장 및 민속놀이 대회 

Special Dates: October 16 2021, Writing and drawing competition, outdoor folk games 

 

반 배정: 유아반(3~4 세),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성인반 총 7 개 학급 

Class Levels: Pre-kinder, Introduction/Foundation, Intermediate, Advanced, Adult. Total of 7 available classes. 

 

수업료: 학기당 $200, ( 형제,자매 할인 $180, 자녀 등록한 성인 $50) 

Enrollment Tuition: $200 per semester per person. ($180 if enrolling a sibling, $50 for adults if they have an enrolled child). 

 

온라인 등록: 2021 년 7 월 24 일~ 8 월 7 일 저녁 9 시 마감, 이후 등록시 추가 $20   

학교 홈페이지( BOULDERKOREANSCHOOL.ORG) 

Online Enrollment: Online enrollment is from July 24, 2021 to 9 P.M. on August 7, 2021. There is a late registration fee of $20 if 

enrolling later than this date. 

Online Enrollment available on the school’s homepage (BOULDERKOREANSCHOOL.ORG) 

 

교과서 배부 및 등록금 접수 : 8 월 14 일 오전 9 시~11 시 

볼더한글학교 (3665 MADISON AVE. BOULDER CO 80305) 

 

Textbook Distribution and Tuition Collection: August 14th, from 9 A.M. to 11 A.M. 

@ Boulder Korean School (3665 MADISON AVE. BOULDER CO 80305) 

 

기타 문의 : 볼더한글학교 교장 김선형  principal@boulderkoreanschool.org 

For questions or assistance, please address Boulder Korean School Principal, Rachel Lee ( principal@boulderkoreanschool.org) 

 

 

 

** 온라인 강의 오전 9 시~11 시, 각반 사정에 따라 11 시~12 시 보충 학습 혹은  Q/A 

** Online Classes take place from 9 A.M. to 11 A.M.  

Supplementary classes and Q/A take place from 11 A.M. to 12 P.M. (Availability varies by cl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