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핸즈 운영 정책및 지침에 관한 부모님 동의서 
(한글, 영문 중에 한 곳만 사인해 주세요) 

 
      아이 이름 :     (한)                                                      (영)                                                         생일 :                                          . 

 
 

핸즈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핸즈 학부모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래 동의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작성된 동의서 복사본을  부모님께 드림) 

 
 

1. 입학 상담시  입학 상담 브로셔 의 내용을  다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그에 동의합니다.  

2. 입학 상담시 핸즈의 교육비 안내 에 관한 내용을 다 설명 듣고이해하였으며 그에 동의하고 성실히 이행할것을 

약속합니다.  (단, 특이사항이 있을시 아래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주세요) 

3. 입학 상담시  받은 부모님 핸드북의 유치원 운영정책에 관한 안내를 다 읽고 이해하였으며 그에 동의하고 성실히 

이행할것을 약속합니다.  

 
 
 
 
 
 
 
 
 

 
 
 

4. 부모님께서는 본 동의서 작성 이후 변경이나 이의을 제기하지 않으며,  정책에 따르는 부모님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5. 부모님께서는  주 정부의 유치원 라이센스  규정을 따르며 모든 입학 서류를 시작 일로 2 주 내에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  

6. 부모님께서는 핸즈 교직원들의 직책과 업무, 학급 운영을  존중하는 언행을 할 것을 약속합니다.  

7. 부모님께서는 유치원의 제반 행사및 이벤트에 자녀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8. 부모님께서는 유치원을 해할 목적으로 외부에 유치원에 관한  어떠한 험담, 소문, 언쟁, 정보 누설, 인터넷 공지등을 

하지 않으며 유치원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유치원 모든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9. 핸즈는 대 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곳 이므로 부모님께서는 솔선수범하여 유치원의 좋은 이미지를 유지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위와 같이 핸즈 유치원의 모든 정책및 운영 지침에 동의하고 성실히 이행할 책임을 다 할 것을 약속합니다. 

 

                       보호자   성함  :                                                                      사인                                     날짜 :                                              .                                                                       

                      핸즈  입학 상담  담당  :                                                        사인                                     날짜 :                                              .        

 

• 교육비 납부에 관한 특이사항  : 유무를 표시해 주세요   (   있음        /     없음    )  * 있을 시 그 내용을 기록해 주세요. 

 

 

• 퇴원 시기에 대한 특이사항 : 데파짓 사용의 근거로 사용되오니 그 내용을 기록해 주세요.  

1. 정상 퇴원 : 내년 8 월 학년 말 까지 등원하므올 8 월에 사용하게 됨 (                          )  

2. 이른 퇴원하게  됨  :  예상 이른 퇴원 시기 (                 월 예정)   

 이른 퇴원 사유 :  

단, 동의서 작성 후 이른 퇴원하지 않게 변경되는 경우 계속 등원하게 됨 

 

 

                                              

              

 



HANDS Policy and Procedure Agreement 
(Please Sign only one part of Korean or English) 

Child’s Name: (Korean)                            (English)                                   Date of Birth:                              . 
 

1. Parent(s) understand that HANDS is a Christian day care. Parent(s) will commit to disciplining in the same way at home.  
2. When parent(s) enroll at HANDS Day Care, they receive a BROCHURE during the initial interview. Parent(s) fully 

understand, agree and commit to following to the policies and procedures outline in the document.  
3.   Parent(s) are provided with the TUITION GUIDELINES. Parent(s) fully understand the tuition and agree to commit to 

paying the amount during the child’s enrollment.  

 
 

   

 

 

 

 

 

 

 

4. Parent(s) are provided PARENT’S HANDBOOK.  Parent(s) understand the policies and procedures in the handbook. 

Parent(s) agree to support and commit to following what is written in the handbook.  

5. Any disagreements, contract changes or policy complaints will not be accept after parent(s) have signed the HANDS 

Day Care Agreement.  

6. Parent(s) will provide HANDS Day Care with the required licensing enrollment documents within 20 days from the 

child’s first day.  

7. Parent(s) will respect the teachers and will act appropriately while at HANDS Day Care.  

8. Parent(s) will support HANDS Day Care’s effort to maintain a clean and safe environment. 

9. Parent(s) will attend the events listed in the handbook and commit to showing their support to the children, teachers 

and school.  

10. HANDS Day Care works hard to maintain a good reputation. Parent(s) are encouraged to discuss any problems with 

HANDS Day Care staff. 

 

By signing this agreement, parent(s) agree and commit to the policies and procedures outlined above. 

 

Father’s  Name :                                                         Sign:                                                     Date :                                             . 

 

 Mother’s Name:                                                         Sign:                                                    Date :                                             . 

 

Director   :                                                                      Sign:                                                    Date :                                             .          . 

Special exception for tuition: Please circle yes  or no. If yes, provide reason below.      (        Yes      /         N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