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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등록 및 초상권 동의서 

School Registration and Permission of portrait rights  

[2020 Spring] 
 

   

As I send my child(ren) to the school, I donate tuition to help the school operate as follows. 

  

 Name of Child Tuition Snack Fee* note 

1st Child  $400.00 $40  

+ 2nd Child  $320.00 $30  

+ 3rd Child  $260.00 $20  

Total $   

 □ CASH   □ CHECK  (CHK# _____________ _ ) 

* 간식비 및 간식 식단은 학부모회에서 관리합니다.       

   Snack fees and menu are managed by the Parents Association. 

**학습자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반 담임교사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Study materials fees are not included.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of each homeroom teacher. 

 

본인은 뉴욕한국학교가 내 자녀의 모습이 포함된 학교 행사 및 학습활동 모습을 

언론매체 또는 웹사이트, 페이스북 등에 게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I authorize The Korean School of New York to display school events and 

activities involving the appearance of my child in the media, on school 

website, on Facebook, and so on.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rent/Guardian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ntact Phone # 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뉴욕한국학교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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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안내 
 

2020 년 봄학기를 맞이하여 본교에 자녀를 보내주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학기는 1 월 25 일부터 6 월 13 일까지 20 주간입니다. 

학사일정을 참조하셔서 학부모회 모임 및 자녀들의 교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Jan. 25th : Spring semester starts with New Year’s Day Party         

Apr. 11th : School close (Easter break) 

May. 2nd : 47th Anniversary ceremony 

Jun. 6th : Hosting ‘Children Song Contest of Northeastern USA’  

Jun. 13th : School year ends with Graduation ceremony 

 

 

 등록시 학생카드를 작성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등록시 초상권 동의서를 읽고 서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표는 payable to: Korean School of New York 으로 발행해 주십시오.  

 등록금에는 학습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습재료비는 각반 

담임교사의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등록금은 개학 후 2 주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에 관한 전반적인 문의는 재무 담당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contact: Treasurer Ms. Miran Jun 917-482-5235, hurgong@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