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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1학기 수업료 및 수익자부담금 납부 안내    

2020. 01. 17.   
안녕하십니까?
학교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납부해 주시는 수익자부담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미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수업료 및 수익자부담금을 학기제로 징수·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2020학년도 수업료 등 납부관련으로 안내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2020학년도 1학기 수업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구분 학년 1학기 수업료 형제자매 할인 적용시
둘째자녀(10%) 셋째자녀(25%) 넷째자녀(100%)

초등 1∼6학년 14,500 13,050 10,875 0
중등 7∼9학년 16,000 14,400 12,000 0
고등 10∼12학년 18,500 16,650 13,875 0   

수업료는 납부 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하셔야 하며, 미납자는 본교 상위급(초→중,
중→고) 입학이 제한되고, 학년 승급을 위한 반편성에서 제외되오니 원활한 자녀들의 정상
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납부기한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업료는 분기 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학기 수업료의 절반금액을 2020.2.19.까지 직접 은행 이체를 통해 납부하시고 
입금증을 제출(뒷면 참조)해 주세요. 기한 내 납부가 안될 시 학기납부자로 구분됩니다.

두 번째, 학생통학차량비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본교는 학생통학을 위해 현재 45대의 통학차량(10개월, 한대당 월 22,000위안)을 계약하여 
계약금액을 탑승학생수 n분의 1로 나누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차량탑승기간 및 금액부담
기간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구분 1학기 2학기
차량탑승기간 개학일~여름방학식 개학일~겨울방학식

금액부담기간(10개월) 4.5개월 5.5개월

실제 차량비는 차량이용여부 조사(2020.2.17.~2.21.예정) 후 실제 차량탑승학생수가 확정되면 
차량대수 조정 후 1인당 금액이 정해지며, 추후 차량탑승인원 및 노선확정을 위해 차량실
에서 안내(2020.2.24.예정)가 나갈 예정입니다. 학기기준 차량탑승인원으로 확정이 되면 실제 
탑생학생수로 n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전출 및 개인사정에 의한 환불이 불가합니다. 또한, 
2019학년도 2학기까지 미납이 있는 학생은 2020학년도 차량이용 신청을 할 수 없음에 따라, 
2020.2.19.까지는 반드시 완납되어야 합니다.                               <뒷면계속>



세 번째, 급식비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본교는 학사일정에 따른 실제 수업일수동안 학생들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급식업체
에 위탁하여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CJ프레쉬웨이(上海福伦园餐饮管理有限公司)가 
운영 중이며, 한학기 중 수업일수만큼 충전식 카드로 일정금액 충전 후 급식을 먹은 날만 
차감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현 급식업체의 매각이 결정되면 새로운 
업체에게 기존의 급식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승계하도록 하고, 한 학기동안 시영업 실시 
후 학부모만족도여부에 따라 계약해지 또는 계속운영을 결정할 예정이오니, 방학 중 급식
카드 보관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급 시 50위안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급식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안내는 2020년 2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재안내할 예정이며, 
2019학년도 1학기 급식비 미납자는 급식카드 충전이 불가함에 따라, 2020.2.19.까지는 
반드시 완납되어야 합니다.

미납금 및 2020학년도 1학기 수업료 및 수익자부담금은 아래 정해진 날짜에 스쿨뱅킹으로 
이체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이체일 전날까지 스쿨뱅킹계좌의 잔고가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항목 미납금이체일 2020학년도 1학기
수업료, 통학차량비, 급식비 2020.02.13.~19. 2020.02.25.

아울러, 은행 이체를 원하실 경우 이중으로 납부처리되지 않도록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고, 
입금증을 학생의 학년반 이름을 명기하여 아래의 메일 또는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工商银行七宝支行(공상은행) 上海韩国外籍人员子女学校 1001716309024900048
  메일: E-MAIL: 853021801@139.com 
  문의사항: 초등 021)6493-9544, 중등 021)6493-9605

수업료 및 기타수익자부담경비 미납시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졸업
예정자의 경우 졸업장을 받을 수 없으니 유념하여 주시고, 화표 신청 안내는 추후 홈페
이지를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본교는 대부분의 학사운영을 학부모님들이 납부해 
주시는 수업료 및 수익자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미납이 발생하면 학생들의 교육
활동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하여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 해 한 국 학 교 장 (직인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