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신청서 (Registration Form) 열린문한국학교 

Open Door Korean School 
www.odks.org  703-318-8970 

 

접수날짜:_2020_______________          접수인:____________________             접수번호:                   . 

     특별 활동반 내역(Elective Options: extra fee $80, material fee for some classes) 
          ❀서예반 (Korean calligraphy - 3rd  grade & up)     ❀태권도반 (Taekwondo - 1st  grade & up)         ❀미술반(Art - 1st grade & up)   

          ❀무용/풍물 (Korean Traditional dance & Percussion - 2nd grade & up)    ❀뜨개질반 (Knitting - 3rd grade & up)       

                     ❀종이접기반 (Origami – 1st grade & up)    ❀축구반 (Soccer - 5th grade & up)     

구 분 
이름 (Name)                                전화 (Phone) 및 e-mail 

한 글 English Cell Phone e-mail 

아버지(Father)     

어머니(Mother)     

주소(Address))                                                                                        Tel (H) : 

응급시 전화번호 & 관계 (Emergency Contact No. and relationship)  

구 분 
이름(Name) 성별 

(Sex) 

생년월일 

(DOB) 
출생국 

(Country of Origin) 

미국 거주기간  

(Yrs of US 
Residency) 

진급할 학년 

(Grade in Sept) 
특별활동반 

(Elective) 한 글 English 

첫째 학생 

(1st Student) 

해당란(□)에 

check 

        

• 신입생: □ 한글 전혀 모름(Do not know Korean) □ 한글 배웠음(□ 한국어 1, □ 한국어 2, □ 한국어 3, □ 한국어 4)      

• 열린문 학교 재학생(Current Student)인 경우 - 최종 수강반 이름(Class):                          . 

• 한국 학교 다닌 년수 (Years in Korean school)           년 (years)     음식 알러지 (Food Allergy):  

둘째 학생 

(2nd Student) 

해당란(□)에 

check 

        

• 신입생: □ 한글 전혀 모름(Do not know Korean) □ 한글 배웠음(□ 한국어 1, □ 한국어 2, □ 한국어 3, □ 한국어 4)      

• 열린문 학교 재학생(Current Student)인 경우 - 최종 수강반 이름(Class):                          . 

• 한국 학교 다닌 년수 (Years in Korean school)           년 (years)     음식 알러지 (Food Allergy): 

셋째 학생 

(3rd Student) 

해당란(□)에 

check 

        

• 신입생: □ 한글 전혀 모름(Do not know Korean) □ 한글 배웠음(□ 한국어 1, □ 한국어 2, □ 한국어 3, □ 한국어 4)      

• 열린문 학교 재학생(Current Student)인 경우 - 최종 수강반 이름(Class):                          . 

• 한국 학교 다닌 년수 (Years in Korean school)           년 (years)     음식 알러지 (Food Allergy): 

  소아과 의사 이름 & 연락처(Pediatrician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 해당 에 Check - 사친회비 (PTA 비), 등록금 (Tuition), 특별활동비 (Elective) 

□  사친회비 (PTA 비):  한 학생당 $10 

($10 per student): included in tuition  현금 (Cash) 

$ 
  

 Check:  

Payable to ODKS 
   

 Check #:  

$  

 

영수증 (No.#          ) 

Receipt 
❁학생이름:__________________ 

❁등록금: $__________________ 

           (PTA fee included in tuition) 

     □ cash(in person), □ check(#             ) 

   * 특별활동비 포함: 예 (     ), 아니오 (    ) 

 

      담당자:_________________ 

           날 짜: 2020_/____/____ 

열린문 한국학교 

OPEN DOOR KOREAN SCHOOL 

□ 등록금 (Tuition): 
• 조기등록 (5/10 일까지): 한 학생당 Save $20  
   (Early Registration by 5/10:  Save $20 per student) 

  1st child: $380, 2nd child: $360, 3rd & 4th child: $340 
• 2 차등록 (Second Registration): 5/11 ~ 6/10 

  1st child: $400, 2nd child: $380, 3rd & 4th child: $360 
• 3 차 (지각) 등록 (Third (late) Registration): 6/11 ~ 7/10 

  1st child: $420, 2nd child: $400, 3rd & 4th child: $380 

 **Textbook & PTA fee included in tuition 

  □  특별활동비 (Elective): $80 (some 

activities require an additional material fee) 

 미 납 (balance): $ 
6/10 까지 2 회 분할 지불 가능 

(Tuition deadline is 6/10 and a 
bimonthly installment option is available) 

♠ 학교 웹사이트에 자녀 사진 

기재를 동의합니다. 
I give permission for the publication of my child’s  

photo on the school website (www.odks.org) 
 

** 예(Yes): (     )     아니오(No): (      ) 

 ★등록금 반환규례 (Page 2)를 읽고 동의함. 
     (I have read & agree with the refund/credit policy on page 2) 

* For on-line applicant: Type your name as your signature.  

  Signatu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date):__________________  

http://www.odks.org/
http://www.odks.org/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한국 학교가 그 동안 한국어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로 많이 발전하였으며, 

또한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나날이 향상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다음 학기에도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등록을 미리 받고자 하오니 꼭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lease register early so that we can plan efficiently). 
 

    ❀ 등록 신청 기간 (Registration Period): 4 월 1 일 ~ 6 월 10 일까지 (April 1 ~ June 10) 

    ❀ 대상(Eligible Grade): 4 세 ~ 12 학년 (Age 4 ~ 12th Grade) 

    ❀ 수업 시작일 (First day of school): the last Saturday of August, 8/29 

    ❀ 토요일 한국학교 시간: 9 시 15 분 ~ 13 시 40 분 (Saturday at 9:15 AM~1:40 PM) 

    ❀ 수업 일정 (School Period): 32 주 (32 Weeks) - 가을 16 주 (Fall 16 Weeks)/봄 16 주 (Spring 16 Weeks) 

 ** 수업 시간표 및 등록금 (Class Schedule and Tuition Cost) ** 

수업 시간표 (Class Schedule) 등록금 (Tuition) 5/11-6/10 

 ■ 09:15 - 10:00 한국어 (Korean) 

 ■ 10:00 - 10:45 한국어 (Korean) 

 ■ 10:45 - 11:00 간식 시간(Snack time) 

 ■ 11:00 - 11:45 한국어 (Korean) 

 ■ 11:45 - 12:30 한국어 (Korean) 

 ■ 12:40 - 13:40 특별활동 (Elective Activity) 
 

<반 별 20 분 동안의 음악, 문화, 역사 시간 있음> 

(the day will include 20 mins of either music, 

culture, or history classes) 

 ■ 교과서, 노트, 간식비 & $10 PTA fee 포함  
(Textbook, Notebook, Snacks & $10 PTA fee included) 

 ■ 1 년 수업료 (Annual Tuition)                  

      첫째 학생 (1st Student) - $400.00 

      둘째 학생 (2nd Student) - $380.00 

      셋째 & 넷째 학생 (3rd & 4th Student) - $360.00 
          

  **2 달에 분납가능 (6/10 까지 완납) 
(Tuition deadline is 6/10 and a bimonthly installment 

payment option is available)  

 

    ❀ 조기등록 신청 (Early Registration Period): 4/1 ~ 5/10 (April 1~ May 10) - 한 학생당 $20 씩 할인. 

             (Early Registration: Save $20 Per Student when postmarked no later than 5/10) 

     * Annual Tuition ($10 PTA fee included) - 첫째 학생: $380,  둘째 학생: $360,    

                                                                          셋째 & 넷째 학생: $340 

    ❀ 지각등록 (Late Registration) : 6/11 ~ 7/10 (June 11 ~ July 10) 

              * Annual Tuition ($10 PTA fee included) - 첫째 학생: $420, 둘째 학생: $400, 

                                            셋째 & 넷째 학생: $380 

 

 ❀ 문의 (Contact Information):  

703) 318-8970 (교회)  /  240-751-2496 (이영복 교장) / 703-653-4265 (지수경 교감) 

    ❀ 우편주소 (Mailing Address): 3001 Centreville Rd, Herndon, VA 20171  

                                               ( 우표소인 6/10  까지:  postmarked no later than 6/10 ) 

    ❀ Check Payable to :  OD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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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문 한국 학교 등록 안내 
(ODKS Registration Information) 

열린문 한국 학교 

Open Door Korean School 
www.odks.org 

 703-318-8970 

http://www.odks.org/


 

Tuition Refund/ 

Credit and Photo Publication Policy 
열린문 한국 학교 

Open Door Korean School 
www.odks.org 

 703-318-8970 

 

1. 학교웹사이트에(www.odks.org) 자녀사진 기재를 동의합니다  – 등록서류에 적으세요. 

 I give permission for the publication of my child’s photo on the school website (www.odks.org) 

      

2. Credit Policy  (학교 개학 전에 취소하고, 내년도 등록비로 사용하면 전액 사용됨) 

              Full Credit: If cancelled before first day of school and used for the following school year then 

full amount shall be credited. 

 

      3.  Refund Policy  (환불 조건) 

            1) Cancellation before 7/1 is subject to a $30 penalty. 

            2) Cancellation before 8/1 is subject to a $50 penalty. 

            3) Cancellation before first day of school is subject to a $100 penalty.  

                Or, the credit can be used to attend the next academic school year. 

            4) Cancellation after first day of school will only be refunded 50% a paid tution. 

            5) Cancellation after 10/1 is No Refund, No Credit. 

       4. 폭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Fairfax County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함 

           (School Closings due to inclement weather will be the same as Fairfax County Public Schools. 

            (In case ODKS doesn’t follow FCPS policy, teachers will call students directly.) 

       

       5. 학교 수업시간 (9:15 AM~1:40 PM) 이전,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학교에 책임이 없음을 

           동의합니다.( I agree that ODKS is not responsible for any/all incidents occurring before and  

           after school hours. (9:15 am~1:40 pm) 

        

       6. 돈이나 귀중한 물건은 절대로 학교에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 시켜 주십시오. 

            만약, 잃어버려도 학교에 책임이 없음을 동의합니다. 

 (I will make the best effort not to bring any money or valuables to ODKS. I agree  

 that ODKS is not responsible for any cash or valuables lost at the ODKS pre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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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dk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