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Swinks Mill Road, McLean, VA 22102

2019 SPRING CLASSES

|

703.448.1131

신청서

이름: 영어

www.KUMCGW.org

•등록순서#
 CASH

한글
생년월일:

|

성별:남 여
/

/

 CHECK

 강사/조교

전화:

이메일:

본교회 교인:YES NO

•기간: 3월 12일 ~ 6월 4일(13주) 매주 화요일
•시간: 오전 9:30 ~ 9:50 만남의 기쁨 • 10:00 ~ 11:50 오전 클라스
오후 12:00 ~ 12:50 점심시간 • 1:00 ~ 2:50 오후 클라스

오전 과목 (한과목선택)
1. 건강스포츠댄스
2. 일본어 중급
3. 영화감상반
4. 동양화
5. Apple Computer (MacOS)
6. 서예반
7. 성경반
8. 건강 관리반
9. 음악 키보드 초급
10. Computer 초급
11 . 합창반
12. Spanish 101
13. 중급 미술반
14.iMovie Class (Apple Movie Maker)
15. 뜨개질반

오후 과목 (한과목선택)
18. Autoharp
19. 파워포인트 기초
20. iPhone 중급반 (신규)
21. Taichi
22. Computer 걸음마
23. Movie Maker 초급
24. Spanish 102
25. Galaxy 폰
26. 사군자
27. 한국사 1
28. 하모니카반
29. 오후 미술반
30. 일본어 중급 (신규)
31. iPhone Workshop

(금요일 오전) 화요일 오전이나 오후
한과목만 추가 신청가능
16. 음악키보드 중급 (금요일 오전)
17. 일본어 초보 (신규) (금요일 오전)
교회 증축으로 인한 주차난을 예방하고자 신청 방법이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주시고 여러분의 넓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인원제한 250명)
•3인 이상 카풀(합승)하시는 분들께 (1) 주차 우대권 (2) 수강우선권을 제공합니다.
수강우선권이랑 예비등록기간 (2월 17일~21일)에 교회 사무실에서 조기 등록을
하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일반등록기간은 2월 22일~3월 3일이며 교회 사무실에서만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우편신청 불가) 사무실 시간: 주일, 화, 수, 금 7am ~4pm;
목,토 7am~1pm.
•등록금 반드시 $50 현금 또는 수표를 지참해 주세요. (Payable to Ungsoo Senior
Academy)
•주차 우대권이 없으신 분들은 주차장 만차 시 이웃교회 주차공간을 제공
(주소: 맥클린한인장로교회 7144 OLD DOMINION DRIVE, MCLEAN, VA, 22101),
셔틀 운행 일정: From-9am, 9:30am, 11:30am / TO-1pm, 2:45pm, 3:15pm
•모든 강의 시간과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5인 이하가 한과목에
등록이 된 경우 폐강될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수표첨부
여러분의 협조와 기도로 2019년도 봄에도
더욱 알차고 의미 있는 주님 안에서의 배움과
교제가 일어나는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를
만들어 갑시다!
합승자
1.

2.

3.

4.

5.

6.

교회 사무실 시간: 주일, 화, 수, 금 (7am~4pm) /
목 (10am~1pm), 토 (7am~1pm)
전화: (703)448-1131
이메일: miskim@kumcgw.org

Release of Liability clause
to our registration form
본인은 웅수시니어아카데미 활동과
관련하여 본인의 소지품이나 자동차를
본교회 주차장, 동네 주변, 또는 맥클린
한인장로교회 주차장에 주차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라도
본교회와 맥클린 한인장로교회에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서명:
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