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차 시행일시 시험과목 ※SAT 원서작성 및 모든 절차에 관

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과목 변경 시 반드시 장태정 선생님께 

알려야 함.

1 2017년 11월 4일(토) SAT Subject(2과목 이하)

2 2017년 12월 2일(토) SAT, SAT with Essay  또는 

Subject(2과목 이하) 

가 정 통 신 문

제 2017-  호               2017.09.14.

2017년 2학기 SAT 신청자 등록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2017년 2학기 SAT 신청자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보내드립니다.
    1. 시험 회차:  2회

2. 시험장소: 본교 
3. 기    타:
   가. 2학기에 SAT 시험을 보는 모든 희망자에게 등록비 이외에 추가 부담 비용이 발생함. 
   나. 희망 학생 수에 따른 매회 1인당 추가 부담액: (개인 사정으로 시험을 못 보게 될 경우에도 환불 불가)

     
1인 추가 부담액 1인당 추가 부담액 1인당 추가 부담액

11월 260 RMB 12월 218 RMB
11, 12월

2회 응시자
478 RMB

   다. 비용 납부 기간: 9월 15일(금) ~ 9월 18일(월) (스쿨뱅킹 이체일: 9월 19일 화요일)

      - 개별 납부 시 입금계좌:  
工商银行七宝支行(공상은행)
上海韩国外籍人员子女学校

1001716309024900048   
        (개별 납부시 입금 확인증을 반드시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납부 확인이 가능함.)
4. 접수기간: (추가접수 또는 접수 취소 불가함)
   가. 온라인 원서작성 오리엔테이션 및 등록(등록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함)
      - 등록기간:  9월 21일(목) ~ 9월 26일(화) (※ 되도록 기간 내에 등록할 것)
      - 대  상: 본교 고등부 학생 중 SAT 희망서와 추가 부담 비용 납부자 (2회 신청자는 2회 모두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함) 
      - 추가 부담 비용 납부자에 한하여 개별로 집에서 온라인 등록, 등록관련 질문이 있는 경우 Charles 
         선생님께 문의, 집에서 싸이트 접속이 불편한 학생은 개별적으로 장태정 선생님과 상의 바람.
 ★ SAT collegeboard site에서 9월 21일(목) 이전에 미리 회원가입 필요함.
      - 준비물: 1)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JCB, Discover/Diners Club 중 하나의 
               카드 번호와 만료날짜 및 뒷면 복사본 (SAT 시험 응시료는 위의 신용카드로만 지불 가능함)
               2) 여권용 사진 파일(jpg, gif, png), 집주소 (영문)
      - 예상응시료: SAT $98, SAT with Essay $110, SAT Subject TEST (2과목) $119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태정 선생님께 문의 바랍니다. 중등영어 교육과 3128호 전화: 6493-9616

상 해 한 국 학 교 장

※ SAT 시험 희망서 제출시 신중히 결정 바람. 응시 희망서를 제출 후 희망을 철회 또는 시험 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험 등록을 철회하는 학생의 경우 향후 본교에서 응시 기회 없음.

-이유: 응시 희망서에 근거하여 수익자 부담 경비가 산정되고 그것을 근거로 가정통신문이 공지되는데, 변심

으로 응시 인원 변동이 생길 경우, 경비 재 산정 작업 및 경비 재 공지로 인해 다른 응시자에게 혼란을 야기

함. (단, 비용부담을 한 경우 향후 응시에 문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