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립보 한국학교 학부모님께, 

2020년 가을학기를 마무리하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각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팬데믹 여파 속에서도 빌립보 한국학교는 위기를 기회 삼아 성공적인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을 

더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봄학기 등록과 등록금 납부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입니다.  

꼭 기간 안에 봄학기 등록금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안내 사항을 꼭 참고하셔서 봄학기에도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잘 소통하며, 

성장하는 빌립보 한국학교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봄학기 기간: 2021 년 1 월 15 일 ~ 5 월 14 일 (16 주) 

 

1. 4 월 2 일은 부활절 연휴로 한국학교 수업이 없습니다. 

    2.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와 앤 아룬델 카운티 공립학교가 쉬는 날에도 한국학교 수업은   

       있습니다. 그러나 날씨나 기타 자연재해 때문에 공립학교가 일찍 문을 닫거나 쉴 때는  

       한국학교도 수업이 없습니다. 

3. 지난 2020년 6월 이후 온라인 등록을 이미 마치신 경우 

다시 등록서를 작성하실 필요 없이 남은 등록금만 아래 주소로 보내 주세요. 

4. 새로 등록하는 경우 온라인 등록(https://forms.gle/12skm27j6Ah6rfbU8)을 하시거나  

빌립보 한국학교 웹사이트에서 등록원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신 후 등록금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5. 등록원서 작성이 아니라 등록금 납부가 등록완료로 인정됨을 양해 바랍니다. 

6. 등록금은 1년 $400이고, 학기당 $200입니다 ($100 non-refundable deposit 포함).  

 

**등록금 체크(학생이름 포함) 우편 발송  

 (Payable to CP/Mailing Add: 빌립보 한국학교, 7422 Race Rd, Hanover, MD 21076)-

VENMO를 이용하실 경우 @koreanschool-philippi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학생이름 기재 필수) 

봄학기에도 빌립보 학생들이 한글과 자랑스런 한국의 역사문화를 즐겁게 배우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져가는 소중한 시간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및 문의: 김주영 교감(410-541-6005) /양수미 교무(434-386-1402)  

빌립보 한국학교 이메일 philippikoreanschool@gmail.com 



Dear Parents of  Korean School in Philippi, 

We pray and bless each family with the grace and peace of  the Lord as approaching the end of  
the 2020 semester. Amid the Pandemic, we’ve certainly turned the crisis into an opportunity to 
teach students with online class modules successfully in Philippi Korean School. 

Spring semester registration and tuition payment period is from November 6th to November 
27th. Please make sure to pay the spring semester tuition within the period.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guidelines and we would like to ask for cooperation so that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 the spring semester. 

 Spring semester period: January 15, 2021 - May 14, 2021 (16 weeks) 

 

1. April 2nd is the Easter holiday and school will be closed. 

2. Korean School classes will be held even though Howard County Public Schools and Ann 
Arundel County Public Schools are closed due to teacher’s conferences. However, Korean 
schools will be closed when public schools close early due to severe weather conditions or 
other natural disasters. 

3. If you have already registered online after June 2020, please mail the remaining tuition fees 
to the address below without having to fill out the registration form again. 

4. For new registration, please register online (https://forms.gle/12skm27j6Ah6rfbU8) or 
download and fill out the registration form from the Philippi Korean School website and mail it 
with the tuition fee. 

5. Please understand that tuition payment is recognized as completion of registration, not 
completion of the registration application. 

6. The tuition fee is $400 per year and $200 per semester (Includes $100 non-refundable 
deposit). 

 

**Tuition check (including student name) sent by mail 

 (Payable to CP/Mailing Add: Philippi Korean School, 7422 Race Rd, Hanover, MD 21076) 

-If  you use VENMO, please send it to @koreanschool-philippi. (Student name required) 

 

In the spring semester, we hope that Philippine students will enjoy learning not only language 
but Korean history and culture and will continue to have precious time building their identity as 
Koreans.  

Thank you. 

 

 

* Contact and Inquiries: Director Kim Ju-young (410-541-6005)   

The chief  of School Affairs Yang Sumi Yang (434-386-1402) 

Philippi Korean School Email philippikoreanschool@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