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고 지 내 역(2학기)

1-5학년 6학년 7-9학년 10-11학년 12학년

입 학 금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수업료(8-내년2월) 15,167 15,167 17,500 20,417 20,417

스쿨버스비(8-내년1월) 4,895 4,895 4,895 4,895 4,895

학생급식비(8-내년1월) 1,520 1,504 1,728 1,728 1,674

합 계
계 36,582 36,566 39,123 42,040 41,986

자녀할인시 32,790 32,774 34,748 36,936 36,882

 ※ 자녀가 2명이상 재학시에는 저학년 자녀 수업료의 25% 금액을 할인 적용 받습니다.

 ※ 수업료의 경우 2018년 8월 개학일부터 내년 2월까지 금액이고;

   스쿨버스비,급식비의 경우 2018년 8월 개학일부터 내년 1월 17일(종업식)까지 금액입니다.

 ※ 스쿨버스 및 급식을 이용하지 않을시 행정실에 취소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工商银行七宝支行(공상은행) 上海韩国外籍人员子女学校 1001716309024900048

제 2018- 행 7 호               등록금 안내문
2018년도 2학기 전편입생 입학금,수업료 및 기타 수익자부담금 납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학기별)

2018.06.05.

1.납부금액                                                              (단위: RMB)

2. 수납기간 :  2018년 6월 20일(수)~6월 22일(금).

3.  납부 방법

 1) 스쿨뱅킹 이체일: 6/21일(수) 이체.* 6/20일까지 스쿨뱅킹 계좌 잔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 직접 납부시 (公司汇款) 

*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고 입금표를 학생의 학년반 이름을 명기하여 아래의 메일 또는 행정실에 제출.

      (公司汇款后，把银行回单,注明学生几年几班姓名后，发到下面邮箱。)

* 납부관련 문의사항:  회계주임 김미화   E-MAIL: 853021801@139.com   ☎ 021) 6493-9605

4. 화표발행 문의사항: 담당 설봉령    E-MAIL: fengling320@126.com   ☎ 021) 6493-9544

   화표발행을 원하시는 분은 제출하는 회사재무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확인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명으로 발행을 원하시는 분은 학생의 영문 혹은 중문 이름을 적어서 신청하시고,회사명칭으로 

   화표발행을 원하시는 분은 학생 영문명과 회사중문명 및 회사세무등기번호까지 적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세무총국에 본교의 월별 수입 금액과 월별 화표 발행 금액을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하신 달에 화표를 

   신청해 주셔야 하며 해당 월에 신청하지 않으셨을 경우 차후 발급이 불가하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발급이 불가하오니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주의사항

  *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시 입학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다음 번 전형에 응하실 때 전형료를 다시   

    납부하셔야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후 등교전 전.입학 포기시 입학금은 50%만 반환이 가능함(수업료는100%반환)

  * 전·입학시 수업료는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전출 및 퇴학시 수업

    료는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반환하되, 학기 종료일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는

    다.(개정 2010.09.01.).

상 해 한 국 학 교 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