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ternational School
HS PTO 2018-2019 Membership Sign-up
The mission of the HS PTO is to enhance the KIS community and to support all
students and families for their success in high school. To that end, PTO has been
actively engaged in many areas with the help of parent volunteers. HS PTO
supports events including sports games, art shows, drama productions, student
clubs and activities, music concerts and much more. For many years, PTO has
played an integral role in the students’ school life. Parent volunteering is a
valuable asset to the school and key to success for students.
Now, HS PTO invites all parents to be a part of that goal. Please sign up as a
PTO member to work with other parents and support student activities. Your
time and efforts will be highly appreciated.
* No membership fee is required! All funds will be raised through donations,
snack sales and other events.
* Please fill out the form and hand it in to a PTO board member. One of the
grade parent representatives will invite you to a Kakao chat room of parents.
Student Information
Student’s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rade _________
Student’s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rade _________
Family Information
Parents/Legal Guardian’s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ell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Do you want to work as a volunte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If you are interested in an area, please list it here. _______________________

If there ar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HS PTO at hspto@kis.or.kr.
We hope you and your family best wishes!

Korea International School
HS PTO 2018-2019 학부모회 가입서
한국외국인학교 학부모회는 각 가정의 자녀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교내 외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자원 봉사자들로 구성된
학부모회는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클럽, 스포츠, 음악, 드라마, 아트 등
학교 생활의 많은 분야에서 학생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후원은
저희 학교의 귀중한 자산이며 학생들의 성공의 열쇠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학부모회에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폭넓은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고, 자녀들의 활동을 위한 지원도 하시면서 여러가지 학교
소식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 회원가입비는 받지 않습니다.
모든 운영 기금은 스낵 세일, 기부, 후원을 통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 다음 양식을 작성하셔서 PTO 에 제출해 주십시오.
학부모님이 적어주신 정보로 자녀의 학년 학부모 카카오톡방으로 초대되실 것입니다.

*학생 정보*
학생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년 :_________
학생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년 :_________
*가족 인적 사항*
학부모 성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핸드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자원봉사 하시길 원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봉사를 원하시면 특별히 관심있는 분야를 적어주십시오.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HS PTO hspto@kis.or.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정이 평안한 한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