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학신청서 

 

 
입학 신청 준비 서류  체크 리스트: 

 입학 신청서 양식 (전체 기입 및 사인 확인)  

 지원 학생의 최근 사진 (여권사진크기 48*33mm) 

 학생 여권 (복사본 3 부)  

 학부모 여권 (복사본 각 1 부)  

 (최근 3 년간의)  성적증명서-2 학년 이상에 해당  

 등록 질문서 (영유아부) 

 비공개 학생 평가서  

 예방 접종 기록 (복사본 1 부)  

 입학 신청비 2000 RMB   

 

No. 72 3rd Avenue, TEDA, Tianjin, China, 300457 

teda.admissions@tedaglobal.org    www.tedaglobal.cn   +86-22-6622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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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Welcome to TGA!  
 

                                                                   
테다 글로벌 아카데미(TGA)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는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이며, 외국 여권을 소지한 만 2.9 세부터 18 세 학생들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만, 홍콩, 

마카오 국적의 입학이 가능합니다. 입학 신청서는 연중 어느 때나 접수하실 수 있으나, 수업 

시작일은 등록 프로그램 요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입학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원 

학생과 학교가 서로 적절히 잘 맞을지를 가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입학 양식과 구비 서류들이 

모두 제출되고, 선정 과정을 거치고 난 뒤 이를 바탕으로 입학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영유아부 가정들은 입학 결정 전에 사전 학부모 인터뷰와, 아이의 임시 수업 참여 관찰 시간이 

있습니다. 경미한 발달, 학습, 감정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지원 학생의 경우 프로그램의 수용 

가능 인원 및 지원 가능 여부에 따라 입학이 결정됩니다. 영어 실력이 부족한 지원 학생들은 해당 

학년 및 보충의 필요 정도에 따라 입학이 결정됩니다.  

 

TGA 는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또는 국적이나 (법 또는 정책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민족 

출신에 따라 차별하거나 입학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입학을 결정하는 요건들 중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전 학교 성적 

 영어 실력 

 비공개 추천서  

 TGA 입학 시험 결과 

 가족 인터뷰 결과 

 특수 교육 필요 유무 

 해당 학년 현재 수용 가능 인원 

 

입학 절차:  

1. 입학 신청서와 구비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2. 2000RMB 의 입학 신청비가 납입되어야 합니다. 

3. 지원 학생은 입학 시험을 치릅니다. 

4. 지원 학생과 학부모님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5. 제출된 신청서 및 기타 서류, 입학 시험, 인터뷰 결과를 가지고 입학 위원회에서 입학 여부를 

결정합니다. 

6. 입학 상담실 담당자가 학부모님께 입학 위원회의 결정을 알려 드립니다.  

 

 

 

 

 

 



 

입학 신청서 Application for Enrollment  
 

 

지원학생 정보 APPLICANT INFORMATION (영문 기재 요망) 

지원하는 학년 Applyling to grade  _____________________      학년도 School Year _________________ 

성 Family Name(여권과 동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Given Name(여권과 동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선호하는 이름 Preferred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Gend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 ( M/D/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적 National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권번호 Passport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핸드폰 번호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천진/ 테다 집주소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력 정보 ACADEMIC HISTORY          

재학한 학교 

(최근부터 과거 순으로) 
재학 기간 학년 사용 언어 학교 이메일 

     

     

     

 

형제자매 정보 SIBLING INFORMATION       

지원학생에게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이름과  나이  및  재학중인  학교와  학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제 자매 이름 나이 학년 재학중인 학교 

    

    

    
 

 

 
 

지원 학생의  

최근 사진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정보 FAMILY INFORMATION   

아버지 Father (또는 법적 보호인)   

성 Last Name(여권과 동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First Name(여권과 동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적 National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핸드폰 연락처 Mobil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사 연락처 Business Phone 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사명 Employ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위 Posi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머니 Mother (또는 법적 보호인) 

성 Last Name(여권과 동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First Name(여권과 동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적 National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핸드폰 연락처 Mobil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사 연락처 Business Phone 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사명 Employ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위 Posi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이외의 비상 연락처 Emergency Contact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과의 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과의 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 

 

사용 언어 정보 LANGUAGE INFORMATION 

지원 학생의모국어 First Language: ___________________   사용하는 다른 언어 Other Language: ____________________ 

아버지의 사용 언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머니의 사용 언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원 학생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영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학습 방법(학교, 개인과외, 부모와 함께 등) 과 그 기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달 및 교육 관련 이력 DEVELOPMENTAL/EDUCATIONAL RELATED HISTORY 

지원학생이 학습장애(난독증 등), 또는 행동/정서 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거나,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알고 있어야 할 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있다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원학생이 개별 교육 플랜(IEP)  또는 학습기관이나 교육 담당자로부터 지원 학생만을 위한 특별한 학습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있다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원학생이 기타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있다면, 자세한 정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초등부 저학년(유치부-2 학년) 및 영유아부 지원 학생 

귀자녀가  아래에 명시된 어떤 부분에서든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늦어 보이는 징후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예        -Diagnosed        아니요         -Undiagnosed 

신체적 발달 Physical                     언어 발달 Language                사회성/감정적 발달 Social/Emotional   

학습 Learning                       기타 Other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에 본인은 자녀를 위해 입학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이 신청서 제출과 함께 환불이 불가한 입학신청비 

2,000RMB 의 납입이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 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건강 정보   Medical Information 
 

 

학생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일 ____________   학년 ________   성별 ______ 

 

아버지 핸드폰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어머니 핸드폰 연락처________________________ 

 

 

종교적 신념 또는 관습으로 인해 섭취에 제한이 있는 음식이 있어, 학교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        아니요 □   

만약 그렇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댁의 자녀에게 어떤 종류이든 알러지가 있습니까?                 예 □   아니요 □ 

만약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알러지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 경우 보통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자녀가 처방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요 □ 

만약 그렇다면, 약의 이름과 복용량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댁의 자녀에게 어떠한 신체적 장애 또는 제한사항이나 건강문제가 있습니까?   

예 □     아니요 □    만약 그렇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자녀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만약 그렇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자녀가 정신 질환 또는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       아니요 □ 

만약 그렇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자녀가다음의질병들에대한예방접종을하였습니까

폐결핵 ） 예 □ 아니요 □

형간염 예 □ 아니요 □

소아마비 폴리오 예 □ 아니요 □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 예 □ 아니요 □

홍역 예 □ 아니요 □

풍진 이하선염 예 □ 아니요 □

유행성뇌 척추수막염 예 □ 아니요 □

일본뇌염 예 □ 아니요 □

형간염 예 □ 아니요 □

귀댁의자녀가다음의보조도구를착용합니까

안경 예□ 아니요□ 보청기 예□ 아니요□

귀댁의자녀가다음의질병을앓고있습니까

천식 예□ 아니요□ 아토피 예□ 아니요 □

당뇨 예□ 아니요□ 에이즈 예□ 아니요 □

간질 예□ 아니요□ 발작 예□ 아니요 □

폐결핵 예□ 아니요□ 형간염 예□ 아니요 □

만약귀자녀가위에명시된질병중앓고있는병이있다면 어떤치료제를사용하고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타 다른 건강상의 우려 사항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학적 치료 권한 위임/책임 면제          

의료 행위 및 치료 

본인의 자녀가 학교에서 또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활동 참가 중 몸이 아프거나 다치게 된 경우, 학교 

스태프가 필요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응급 상황 발생시 학교가 본인의 자녀를 테다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본인은 본인 자녀의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의약품비, 또는 기타 비용 중 보험으로 변제되지 않은 경비를 상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의료 책임 동의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에서의 수업 및 활동 중에 때로는 학생들이 아프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을 

수 있음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 또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의료 비용은 학부모/보호자의 

책임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관련된 책임을 맡게 되며, 

학교의 책임으로 간주되는 경우 기본 보험 변제가 이루어 집니다.  

 
면제 및 위임 

테다 글로벌 아카데미와 그 직원 및 협력 업체는 다양한 활동 및 현장 학습과 관련하여 어떠한 응급 

조치, 치료, 또는 기타 의학 서비스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클레임으로부터도 자유하며 영원히 

면책됩니다. 학부모 그리고/또는 보호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활동에 참가 중이던 스태프가 

자녀를 치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합니다. 응급 상황 발생시, 가능하다면 알려주신 비상 연락처로 

연락 드릴 것입니다. 

 
사고 보험 

테다 글로벌 아카데미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고시 부상 변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관련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 회사는 다양한 학교 활동/현장 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과 관련한 

모든 의료비 그리고/또는 병원비를 부담합니다. 각 참가 학생들 역시 개인적으로 의료 보험 또는 건강 

보험에 가입할 것을 기대하며 권합니다.  

 
 

 

 

 

 

 

 
                                     



              

            커뮤니티 멤버 동의 

성공적인 교육은 학생, 학부모와 학교 사이의 헌신되고 신뢰하는 파트너쉽의 결과입니다. 모든 TGA 

커뮤니티 멤버들(학생, 학부모, 교사 및 스태프)은 학교 안에서 물리적, 사회적, 감정적 안전과 보안의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권리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학교 환경 조성에 공헌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의무가 됩니다.    

 

학부모 책임 사항 

 학교의 비전, 교육 철학 및 주된 실천 가치들을 포용하고 지지하기. 

 학교의 정책, 방침 및 절차들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자녀도 이와 같이 따르도록 기대하기.  

 다음과 같이 자녀의 학업 상황, 발전 및 학습 경험에 대해 파악하고 있기: 

o 말하기 또는 교사들과 직접 소통하기  

o 파워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진전 상황 모니터 하기 (중고등부 학생들) 

o 해당되는 회의/면담 시간에 참석하기 

o 학교의 발행물, 이메일, 소식지 및 기타 소통방법들을 통한 안내문 읽기 

 교사들, 학교 스태프, 다른 학부모들과 파트너쉽을 가지고 함께 자녀의 학습적, 사회적, 

감정적 성장 돕기.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교사 또는 교감이나 교장과 우려하는 바에 대해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의사소통하여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 분위기 형성하기.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행동하고 말하기: 

o 긍정적인 의도로 간주하고, 동의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가 소속된 학생들에게 최고의 

이익이 되도록 헌신되어 있음을 잊지 않기 

o 사려 깊은 질문하기;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이슈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기 

o 전해들은 말과 루머 회피하기; 개인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고 다른 이들을 대신하지 않기 

o 생산적 해결 과정 및 해결 방안 지지하기-모든 상황에 지향점을 가지고 접근하기 

 PFA(학부모 협회) 회원으로 활동, PFA 목표 지지, PFA 협찬 행사 및 활동 참여하기. 

 자녀가 모든 필요한 준비물과 교복을 갖추도록 하며, 시간에 맞추어 등교하고, 학습에 

준비되도록 하기. 학교의 학사일정을 따르고 기타 개인적 예약 및 여행은 수업이 없는 날로 

정하기.  

 긍정적인 학습 태도와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가정 환경 제공하기. 

 학교 주차 절차 및 지정 구역 준수하기. 다른 운전자 배려하기. 

 선동적이거나 협박하는 메세지, 대화, 이메일, 편지 또는 전화를 시도하거나 전달하는 것 

삼가하기. SNS 또는 기타 온라인 상에서 학교, 재학생, 교직원, 교감과 교장, 스태프 또는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모욕, 경멸하는 언행 삼가하기.     

 주소, 연락처 또는 개인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학교에 알리기. 

 

 

 

 

  



추가적 학부모 동의 사항

 

학습 보충 지원: 일반 교실 수업 이상의 범위에서 학습적 도움의 필요가 있는 학생들에게 보충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귀자녀가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특별한 서비스 또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징후를 보이는 경우, 해당 학년의 학생 지원 팀이 귀자녀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필요에 대해 

평가하여 시행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추천안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학부모님께 

연락 드리고, 평가 과정에 참여하시도록 합니다. 적절하다면, 지원 계획에는 학부모님에 대한 

기대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가정에서의 특정 조정 또는 적용, 혹은 해당 계획에 서술된 

바와 같이 외부 전문가의 평가 혹은 도움이 포함 됩니다.  

 

추천 사항들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습 사항 합의 또는 학급 및 학년 재조정 

 가정내 조정/적용  

 특수 교육 교사의 도움 

 외부 전문가 서비스 조달  

 

학생에게 필요한 도움의 정도가 교내에서 제공될 수 있는 범주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학부모님께서 

학생 지원 계획에서 추천드리는 사항들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시는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의 입학 

결정을 철회할 권리를 가집니다.  

 

학부모 보호감독 : 학교는 재학생들이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떠나 있는 경우, 학부모(또는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 감독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학교측이 특정 재학생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안전한 상황 또는 환경에 있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 해당 학생의 등록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학생 핸드북: 학교 홈페이지에 영유아부 핸드북, 초등부의 전체 및 학년별 핸드북과 중고등부 

핸드북이 게시되어 있습니다(http://www.tedaglobal.cn/portal/). 핸드북은 학교에서의 학과 및 행동 절차와 

기대하는 바가 명시되어 있으며,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이를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학교에서 

기대하는 재학생의 행동 기준에 일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넘게되는 학생은 학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교 홍보 사진: 때로는  학교에서 학교 홈페이지나 공식 위챗 계정 및 홍보와 마케팅 자료 용도로, 

개인 학생 사진을 포함한 학교의 활동 사진을 촬영하여 사용합니다. 학부모님께서 자녀의 사진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구체적 거부 의사를 표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허락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http://www.tedaglobal.cn/portal/


학년도 교육비 및 납입 정보
 

 

학년 연간 교육비 

영유아부 오전반 75,200 RMB 
영유아부 종일반 117,000 RMB 
유치부- 5학년 175,300 RMB 

6-12학년 190,800 RMB 

교육비는 학년도 혹은 학기별로 납입 가능하며, 납입 기한은 2021년 7월 1일까지, 분납시 다음 

기한은 2021년 12월 17일입니다. 

명시된 납입기한 내에 한 학년도 교육비를 일시에 납부 완료 하신 경우,  2% 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세 자녀 이상 등록하시는 경우, 세 번째 자녀 교육비 20%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부 

오전반 등록 제외) 

입학 신청비  2000RMB 

입학 신청서 제출시 신청비를 납입하실 수 있으며, 입학 위원회의 서류 검토 전에 납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입학 결정 결과에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추가 비용 
다음 비용들은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복 – 필수 사항 (교내 매점에서 구입 가능) 

 Week Without Walls 수학여행 – 필수 사항 (학년별로 상이함) 

 액티비티, 스포츠 활동 및 현장 학습 참가 – 필수적일 수 있음 (활동에 따라 상이함) 

 점식 식사 – 선택 사항 

 스쿨 버스 서비스 – 선택 사항 

납입 절차 
교육비 납입은 은행 카드 이용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현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비용 입금 확인서에 해당 학생의 이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인민폐 RMB 송금 

은행명 (Bank Name): 中国建设银行股份有限公司天津塘沽支行 

예금주 (Account Name): 天津经济技术开发区国际校 

은행 고유 번호 (Routing Number 大额支付号): 105110037395                                            

계좌번호 (Account Number 银行账号): 12050167590000001696 

RMB 수표로 납입 가능 가능, 수표 수신인 “天津经济技术开发区国际学校” 

미화 US Dollar 송금 

수령인 (Payee): TEDA Global Academy 

은행 지점명 (Bank): China Construction Bank Tianjin Branch (은행식별코드Swift Code: 

PCBCCNBJTJX)  

계좌번호 (Account Number): 12014867000220003896 

 

환율은 학교에서 계산합니다. 모든 은행 수수료는 송금인 지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비 보조 

재정적 필요에 대한 요청이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 부분적 학비 보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학교 재무과에 요청하여 받으실 수 있으며(teda.finance@tedaglobal.org), 신청서와 함께 재정적 

필요를 나타내는 증빙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재정 제고 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신청서들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그리고 예산이 허락되는 경우에 따라 결정합니다.   

학비 납부 지연 

납입 기한을 30일 넘긴 시점까지 학비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해당 학생은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기한을 60일 넘긴 시점까지 학비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해당 학생은 퇴학 당할 수 

있습니다.    

학비 환불 절차 

 입학 신청비는 환불 불가하며 다른 비용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입학 사무실에 전학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학년도 시작일 이전에 입학 사무실에 전학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학비의 95% 환불이 

가능합니다. 

 각 분기의 수업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15일 포함)에 전학 신청서가 입학 사무실에 제출된 

경우, 해당 분기 학비의 50% 및 나머지 분기의 학비 전액이 환불될 수 있습니다.  

 각 분기의 수업 시작일로부터 15일이 지난 이후에는 해당 분기의 학비 환불이 불가하며, 

나머지 분기 학비 전액은 환불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환불 신청이든지 원본 

영수증(화표)이 함께 제출 되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불가항력: 자연 재해 또는 사람이 만들어낸 재난, 전쟁, 정부의 지시 또는 임명, 혹은 기타 

예기치 못한 위기 또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학교가 운영되지 못하거나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어떠한 비용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학부모 동의 

TGA 커뮤니티의 멤버이자 학부모로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학교에 알린 나의 연락처 정보가 반드시 현재 사용중이며 정확한 것이도록 합니다. 

 내 자녀의 건강을 모니터하고 자녀에게 건강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학교에서 알고 있도록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응급 의료 처치를 제공하거나 준비하도록 학교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커뮤니티 멤버 동의사항들을 따르고 지지 합니다. 

 교육비 납입 및 재정 가이드 라인에 동의 합니다. 

 

본인은 상기 동의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고 불이행한 경우, 자녀의 학교 참여에 제한을 받거나 자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압니다.  

학부모 1 서명  작성일자   

학부모 2 서명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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