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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고지내역(缴费内容)

1-6학년(1-6年级) 7-9학년(7-9年级) 10-12학년(10-12年级)
입학금
入学金 15,000 15,000 15,000

1학기 기존수업료 

第1学期 原学费
13,000 15,000 17,500

한학기 인상금액
1学期 上调金额 1,750 1,250 1,250

합계
合计 29,750 31,250 33,750

두번째자녀
第二子女合计 28,275 29,625 31,875

세번째자녀
第三子女合计 26,063 27,188 29,063

※ 수업료의 경우 인상후 2020학년도 한학기 금액입니다.
  조정후 두번째자녀는 수업료의 10%를 할인적용 받고,세번째자녀는 수업료의 25%를 할인적용 받으며 네번째자녀는 수업료의 100%
  를 할인적용 받으므로 입학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급식비는 추후 안내하면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안내날자이내 납부완료되여야 개학시 급식카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급식 문의전화: 021-6493-9612)(내년 2월중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쿨버스비는 추후 안내하면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스쿨버스를 이용하지 않을시 등교전 차량실에 취소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새학기 차량탑승학생으로 확정이 되면, 어떠한 사유로도 학기도중   환불이 불가합니다.(차량실: 021-6493-9603)

  제2019- 행17호   "세계를 가슴에 품고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자"

등록금안내문
 부   서 : 행정실
 전화번호: TEL: 021) 6493-9605
          FAX: 021) 6493-9600 
 홈페이지: http://skoschool.com

 中國 上海市 閔行區 华漕鎭 聯友路 355號 (郵)201107  

       2020학년도 1학기 신전편입생 입학금 및 확정 수업료 납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19.11.22. 

 1.고지내역                                                                                          (단위:RMB)

   

  2. 납부방법

   1) 스쿨뱅킹신청자(schoolbanking) 이체날자: 12.2(월)~12.3(화)이체.

     (스쿨뱅킹은 11.29일까지 신청해주시고 납부한 금액을 이체전날자까지 신청한 계좌에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2) 납부기간 (缴费期间) : 2019.12.2.(월)~12.4(수)까지.

    * 학교계좌로 직접 납부시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고 입금표를 학생의 학년/반/이름을 명기하여 아래의 메일 또는 

행정실에 제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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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납부 관련 문의사항

                        - 초등담당: 021) 6493-9544       메일: fengling320@126.com   

                           - 중등담당: 021) 6493-9605       메일: 853021801@139.com

 4. 화표발행 관련
    1) QR코드 혹은 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발급해드립니다.(학비영수증 신청 안내문 참조)

       （发票申请要二维码扫码或链接后申请提交。）https://www.wjx.top/jq/35249057.aspx

    2) 영수증은 재발급이 불가하오니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发票不能重开，请妥善保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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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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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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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인 생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