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토마스 한인 천주교회 신자 등록지 작성 요령
Registration Form Guidelines
이름
Name

영어와 한국어 모두 철자법을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영문 이름을 기록할 때 반드시 소셜
시큐리티, 운전면허증 등 공적인 서류에 사용되는 법적인 이름(Legal Name)을 기입하십시오.
Verify that name is spelled correctly in both English and Korean. For English names, use legal
name as stated on legal documents such as Social Security card or Driver’s License.

이메일
Email

이메일 주소가 있으신 분은 기입하여 주시고, 성당 우편물을 이메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 박스에 체크해주십시오.
Provide email address. For those who wish to receive church correspondence by mail, check box
indicated.

주소
Address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우편물을 받는 주소가 집주소와 다를 경우 아래 칸에 따로
기입하십시오.
Make sure address provided for our records is current and correct. If the address where you wish to
receive mail is different from your home address, provide information in space indicated.

전화
Telephone

집, 직장, 휴대폰, 비상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번호를 지역 번호와 함께 기입하십시오
Provide phone numbers: Home, Work, Cellular phone, Emergency phone, & Fax. For all phone
numbers, indicate area code.

가족관계
Relationship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입하십시오
Relationship to Head of Household.

성별
Sex
생년월일
Date of Birth

각자의 성별을 기입하십시오. 남자는 M(Male), 여자는 F(Female)
Indicate gender. M for Male, F for Female.
각자의 생년월일을 기록하실때 월/일/년도 순으로 기입하십시오.
Provide Date of Birth by indicating month/date/year.

결혼
Marriage

등록지 아래 박스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사항을 기입하십시오.
Indicate current status.

종교
Religion

각자 가족이 해당하는 사항을 기입하십시오(가톨릭, 개신교, 불교, 유태교, 회교, 성공회, 무교,
기타 중)
Indicate all religions in your household. (e.g., Catholic, Protestant, Buddhism, Jewish, Islam, Episcopal,
None, Other)

선호 언어
Preferred Language

성사
Sacraments

교육
Education

등록지 아래 박스를 참고하여 선호하는 언어 순서대로 기입하십시오
Indicate preferred language.
세례, 첫 고해, 첫영성체, 견진 : 성사를 받은 경우에는 Y, 받지 않은 경우에는 N으로
기입하십시오. 성사를 받으신 분은 날짜를 기입해주십시오.
Baptism, Penance, First Communion :
Indicate whether or not you have received listed Sacraments and if received, provide date and church.
세대주와 배우자의 최종 학력을 전공과 함께 기입하시고, 자녀들의 학력(졸업한 자녀의
학력과 전공, 현재 재학 중인 자녀의 학교와 학년)을 기입하십시오
Indicate highest level of education along with major/specialty for each member of household. For
children, indicate current grade and school. For children who have graduated, indicate
School/Year/Major.
* 등록지 작성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9am – 5pm) Tel. 714-772-3995, E-mail. stthomas@stkcc.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