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Acres Preschool

2085 Barnett Shoals Road
Athens, GA 30605
(706)549-1925
Fax: (706)543-5166
Website: www.greenacreschurch.com

Ä£¾ÖÇÏ´Â 학부모님들께,

2016-2017년

그린에이커 침례교회 주간 유치원 프로그램인 ‘그린에이커 프리스쿨’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학기 또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린에이커 프리스쿨은 그린에이커 침례교회의 어린이사역의 연장으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시작 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어린이사역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는 소중한 어린이들과 부모님을 위해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아이들이 더욱 잘 배우고, 성장하고, 발달해 갈 수 있도록 안전과, 보안, 무엇 보다도
즐겁고 사랑 가득한 기독교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린에이커 프리스쿨은 미국학교의 다음
단계인 킨더가든을 갈 수 있도록 학문적 발달과 사회적 발달 과정을 준비 시키는 최적의 환경을 갖춘
학교입니다. 또한 47년간의 노하우로 수 많은 졸업생을 배출 해 온 전통이 깊은 학교입니다.
*등록절차 및 필요한 서류
1. 입학원서작성
2. 입학원서비 ($150/어린이1명, $200/형제혹은자매 가족일 경우)
만일 학기 중에 등록하실 경우 원서비는 매달 $15씩 계산하여 남은 기간을 지불 하시면 됩니다.
3. 예방접종증명서 (Proof of Immunization)
4. 출생증명서사본 (Copy of Child’s Birth Certificate)
*신용카드 지불방법
1. www.greenacreschurch.com 를 엽니다.

2. More 에서 Online Giving 을 클릭합니다.

3.밑에 E-Giving 클릭 4.계정을 만듭니다. 5.드롭다운메뉴에서 Preschool 을 선택합니다.
*원서비는 환불, 양도 되지 않습니다. 원서비는 은행체크, 현금,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온라인 페이를 하실 경우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꼭 결제 확인된 메일을
저희에게 보내 주셔야 합니다. 아이의 원서와 원서비가 등록 확인 되면 선착순 입학에서 우선 됩니다.
또한 학기 중에 제공되는 학용품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기 시작 전까지 자녀의 예방접종증명서와 출생증명서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출생증명
사본이 없는 경우 여권사본으로 대체 가능함.) 소아과 담당 주치의가 있으시면 예방접종증명서를 팩스
(Fax.706.543.5166)로 보내 주세요. 이 모든 서류는 학기 시작하기 전에 반듯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2016년 가을학기는 8월 9일에 시작됩니다.
모든 어린이와 부모님은 8월 7일 일요일 오후 2시-4시 사이에 “선생님을 만나요”날에 오셔서 선생님들과 미리 인사도
나누고, 시설을 방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린에이커 프리스쿨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스런 아이들과 부모님을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기타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Sincerely,
Carly Van Laar
GABC Preschool Director
gabcweekdaypreschool@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