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가을 학기 등록 절차 안내 Fall 2020 Registration Information
학부모님들께 All Parents
안녕하세요?

아직도 우리가 사는 미국 뉴욕, 뉴저지가 코로나바이러스에 안전할 수가 없기에 우리 학교는
이번 2020 년 가을 학기도 온라인 수업으로 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학생들을 지역 사회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Since we still live in New York, New Jersey in the U.S., we cannot be safe from COVID-19, so
our Princeton Korean school must continue with online classes this fall semester of 2020.
It is the best way to protect our students from the community during these difficult times.
* 특별히 반 편성을 위해 등록원서는 학교 웹으로 미리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 would be appreciated if you register through the school web in advance for class formation.
등록금, 등록 원서 절차 안내 Tuition, Guide to the Registration Process
등록 원서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1. 프린스톤 한국학교 등록 기간은 8/15 – 9/12 까지 학교 웹에서 등록원서를 받음.
지난 학기 재학생들은 각 반 담임들에게 등록해도 됩니다.
The registration period for Princeton Korean school is from 8/15/2020 - 9/12/2020.
Students enrolled in the previous semester may register with their class teacher.
등록금 접수는 8/29/2020 일부터 시작합니다. Tuition filing starts from 8/29/2020
2. 등록금은 8/29 토요일 10:30-11:30Am, 9/5 토요일 10:30-11:30Am 두 날을 정해 받음.
프린스 톤한국학교 파킹랏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등록금을(Check or Cash)받음.
Tuition is due on two days 8/29 Saturday 10:30-11:30am, 9/5 Saturday 10:30-11:30am.
The tuition can be brought at drive-through at Princeton Korean school parking lot.(Check or Cash)
3. 우편으로 등록금 수표 받음. Received tuition check by mail.
Please make check Payable to : KAIP(Korean American Institute of Princeton)
Mailing Address: 31 Holohan Dr. Plainsboro, NJ 08536
4. 등록금을 웹 사이트에서 크레딧 카드로도 함 (수수료는 각자 부담 Credit Card Surcharge Included)
Tuition can also be made payable through credit card to the school website.
*가을 학기 등록하는 학생들에게는 수제 마스크를 1 개씩 줍니다.
Each student enrolled in the fall semester is given a handmade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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