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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ICS PROGRAM AT CALVIN CHRISTIAN SCHOOL

We are excited to arrange another robotics program for our students.  We will need a minimum of 10 students to run this program. The response to this 
registration form will determine how we move forward.
We will be working with LEGO mindstorm kits. These kits contain software and hardware to create customizable, programmable robots. 

     새로운 로봇만들기 프로그램의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서는 최소 10    명의 학생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결과를

       토대로 향후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오니,  참가를 희망하시면,      하단 부분을 기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은

LEGO   마인드스톰을 사용할 예정이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어 독특하면서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Here is what we are thinking: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for grades 1-8 students but with priority given to grades 6-8 and to those on the waiting list; please note that final enrolment decision rests with 
the principal   참가 가능학년은 1~8학년이며, 6~8     학년과 대기자에게 먼저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최종적인 등록결정은 교장선생님

  이 결정하게 됩니다.
– Mr. Wensink will be the program coordinator and instructor; you can contact him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program and the kits at 

nwensink@ccshamilton.ca       프로그램 진행 책임과 지도선생님은 Mr. Wensink 선생님입니다.  
– Mr. Won will be available to help coordinate the program for our Korean students

     한국 가정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대니얼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a session represents one class period per week for 3 months (Sept - Nov; Jan - March; April - June) and a class period is 3:45 – 5:00 p.m.

 프로그램은 3  개월 session 단위로(9월~11월, 1월~3월, 4월~6월),  매주 한번씩, 3:45~5:00   에 진행 되어집니다.

– the actual day scheduled for each class period will be determined prior to the session beginning

    각 반의 일정표는 각각의 session     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되어 집니다.
– the fee is $90/student/session;  $70/student will be refunded if the parent cancels prior to the session;  there will be no refund after the session 

has begun
  비용은 $90/student/session 이며, session   이 시작되기전 취소시, $70/student  를 환불, session   시작후에는 환불이 안됩니다.

– a $400/student/session deposit fee will be required for the “rental” of the kits; $360 will be refunded if the  parent cancels prior to the session; 
$360 will be refunded if the kit remains in good order at the end of the session (note: the $40 difference goes toward recovering the capital cost 
of the kit); $360 will not be refunded if pieces are missing or broken

   제품의 렌탈을 위해서는 $400/student   를 디파짓하셔야 합니다. session     이 시작되기전 취소를 하시면 $360   이 환불이 되고, 
session        종료후 제품을 처음 받았을때와 같은 상태에서 반납을 하시면, $360   을 환불해 드립니다. (  차액 $40     은 초기 제품 구입

  기금을 충당하는데 소요됩니다).  만약 반납시,       부품이 분실이 있거나 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360    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whether students work individually or as a team, each student will be required to rent a kit

 프로그램           중 개인적으로 또는 팀별로 작업을 하더라고 개인적으로는 모두 제품을 렌트해야 합니다.
– students can re-register for a new session but please know that the 2nd session will  likely be a repeat of the first session and the 3rd session will 

likely include some advanced level robotics
학  생들은  한 session  이 끝난후,  다른 session   을 등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1st session  과 2nd session   은 내용이 동일하며, 3rd 
session      은 심화과정으로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students wi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achievements and perhaps even participate in local competitions
         참가 학생에게는 본인이 만든 작품을 전시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며,    지역 대회가 있을 경우,   참가 할수도 있습니다.

– Canadian parents will receive a tax receipt of $130 (session fee of $90 plus the capital cost of $40) which can be used as a child's arts claim

   캐네디언 가정들은 세금 신고시, $130      비용을 자녀 교육비용으로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SECOND SESSION REGISTRATION: JANUARY - MARCH
(please submit to school office by Dec. 1   제출 마감일  : 12       월  1      일)

Family Name:                                                                                         Phone:                                       

Name(s) of child(ren) you would like to register and the present grade level:
                                                                                 
                                                                                 
                                                                                 

Name and cell number of contact person                                                                                       

Please attach a cheque for $490 x # of children registered made out to Calvin Christian School

Signed:                                                                        Date:                                         

mailto:nwensink@ccshamilton.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