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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 기재란   접수 번호  배정 학급   
 담당교사  

Office Only 접수 일자  접 수 자   

    1, 학생이름 
Name 

한글 
Korean 

 
      영어  

 
         English  

생년월일 Month Day Year      학년                                   Grade             

Birth Date       남   Male  (            )            여  Female  (             )  

주소 
Address  

    

   2.  학생이름 
Name 

한글 
Korean 

  
영어     

     English    

 
생년월일  

Month Day Year     학년                       Grade  

Birthday     남 Male (       )           여 Female (        )    

  3.   학생이름 
Name 

한글 
Korean 

  
영어  

English 
  

생년월일  Month Day Year        학년                                  Grade 

Birthday    남  Male (            )                  여 Female  (            ) 

 학부모 정보 이름 Korean: 전화 Home: 비상연락처  Emergency contact 

Parent 
Information 

Name English: Phone Cell:  

 한국어 수준 
 Level of Korean  
Language 

  읽기 (Reading) 쓰기 (Writing) 말하기(Speaking) 듣기 (Hearing) 참고(Remark) 

 상(High)       

 중 (Average)       

 하(Low)       

전혀모름 (Nor at all)        

 

등록금 내역(Tuition) 

등록금 
(Tuition) 

구 분 정규반 등록  가을학기   비 고  

학생 1 $120     

학생 2 $120     

학생 3 $120     

기  타 무료     

한국학교의 발전과 자녀의 한국어교육을 위해 학부모회에서 봉사  

Volunteer Service for Korean School P.T.A 
하겠다 (Yes )  아니다 (No )  

등록 학생에게 알러지가 있어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음식은?    

자녀의 사진촬영과 자녀사진의 학교 웹사이트에 
게시 여부 

한다 (Yes)     아니다 (No) 

 

◈ 타코마한국학교는 코로나 19 및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자가 발생시 휴교 및 학사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학교활동중 발생하는 감염으로 인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학교는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타코마한국학교의 교사들은 귀댁의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학생으로 인한 기물파손, 상해등 

수업 중에 일어나는 만일의 상황 및 사고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및 학부모에 배상등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읽고 이해하며 이 입학원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위의 학생이 등록하기를 원하여 이 원서를 제출하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Tacoma Korean School has put in place all preventative measures to reduce the spread of COVID-19; however, the school 

cannot guarantee that your child(ren) will not become exposed to or even infected with COVID-19 in the course of their use 

of the school’s services and facilities. Tacoma Korean School will not be held responsible if students or staff become 

infected. Also, a school closure and change of schedule may occur.  

◈The staff of this school will do their best to assure all possible safety measures for child while in school, However, the 

school will not assume any liability incurring during the school period, but students and the parents have the responsibility.   

 

I read this condition and waive my rights to take any legal action against this school and / or its staff. I would like to 

register my child in your school and promise to positively support your academic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위의 내용에 동의하며 타코마한국학교에 입학(등록) 합니다. 

 

20    년       월        일 
 

  
    Paren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