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ICATION – FAMILY FORM

Please completely fill out this enrollment packet.
Missing information may delay enrollment.
재등록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기재하기시길 바랍니다. 빠진 부분이 있을 경우 진행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Please complete only one page per family in English.
(매 가정당 한 부씩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Father’s/Guardian’s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tizenship ________________
아버지/후견인 이름

Last 성

First 이름

국적

Middle

Employ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osition _____________________

Work Phone _______________

회사 이름

회사 전화

직위

Father’s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ell Phone ________________

아버지 이 매일

이동전화

Mother’s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tizenship ________________

어머니 이름

국적

Last 성

First 이름

Middle

Employer __________________________ Position ______________________

Work Phone _______________

회사 이름

회사 전화

직위

Mother’s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머니 이 매일

Cell Phone ________________
이동전화

Address in Chin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clude postal code)
중국주소, 우편번호 포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ome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
집 전화

Language(s) Spoken at Home __________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igious Preference _________________
선호하시는 종교

Student(s) reside with: (Check all that apply)
학생과 동거인: (해당 사항 모두 기재)
Father 아버지 □

Stepfather 양아버지 □

Other 기타 □

Mother 어머니 □

Stepmother 양어머니 □

Other 기타 □

Student’s: (Check all that apply)
학생의 가족 상황 : (해당 사항 모두 기재)

Father is deceased 아버지 사망□ Parents are divorced 이혼

□
Mother is deceased 어머니 사망□ Parents are separated 이혼 □

Siblings’ names not attending CDIS, grades and schools attending:
성도국제학교에 다니지 않는 형제자매 이름, 학년, 출석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ergency Contacts 비상 연락처: Note – Parents will always be contacted first. In the event a parent cannot be
reached, please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Please update the office with any changes during the year:
주의 - 비상시에는 각 학생의 부모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드립니다. 부모와 연락이 되지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한 해동안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무실로 연락하여 갱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Local Non-Parental Contact Name ___________________ phone #1________________ phone #2________________
현지 연락처

전화번호

Addres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Foreign Contac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hone #1________________ phone #2________________
해외 연락처

전화번호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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