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스톤 한국학교 2019년 가을 학기
The Korean American Institute of Princeton, Fall 2019

등록 신청서 / Registration Application Form
아버지 성함(한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ather’s Name(E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머니 성함(한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other’s Name(E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Address (Street, C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ate, Zip)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Tel. (집/Ho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Work)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상연락/Emergency Contact 이름/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이름 Student’s Name

전화/Tel. 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년

생년월일

등록금

학부모 회비

Grade

DOB

Tuition

Fee

$220.00

$10.00

$200.00

$10.00

$100.00

$10.00

$220.00

$10.00

(한글)

첫째
1st

(Eng.)
(한글)

둘째
2nd

(Eng.)
(한글)

셋째
3rd

(Eng.)
(한글)

성인
Adult

(Eng.)

위의 학생은 귀교에 등록하기를 원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모 또는 보호자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I would like to register my child(ren) to your school and promise to support your academic and extra curricula activities.
법적 책임 해제 확인
본교의 교사들은 귀댁의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학교 기간 중에 일어나는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읽고 이해하신 후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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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chool period. I read this condition and I waive my rights to take any legal action against
this school and/or its staff.
부모/보호자 성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날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rent/Guardian Name Print)
(Signature/Date)

프린스톤 한국학교 2019 년 가을 학기
The Korean American Institute of Princeton, Fall 2019

사진 게재 허가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이 수업시간 및 학교 행사 중에 사진과
(등록한 자녀 이름)

비디오 촬영에 참여 하는 것을 허가하며, 촬영된 사진과 비디오를 학교 웹사이트,
뉴스레터, 팜플렛 등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Picture Release Permission Form
I give my permission for photographs and videos to be taken of 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of student(s))

while participating in school programs and activities. I understand that these photographs and
videos may be used in newsletters, brochures and websites published by the KAIP.

Date/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rent Signature/학부모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