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와 기타 비용
2018-2019 학년도 (신입생)

international
school of
qingdao

등록비 - 수업료와 함께 납부되어야 합니다

¥ 10,000

교통비(선택하실 경우)

청도시, 천태, 청양

점심비 (선택하실 경우)

¥ 6,800
ISQ 점심플랜 규정을 확인해 주세요

학년별

총 수업료

(만2-6세) 5일 종일반 옵션

¥ 121,618

(만2-3세) 3일 종일반 옵션

¥ 79,036

(만2-4세) 5일 오전반 옵션

¥ 81,445

(만2-3세) 3일 오전반 옵션

¥ 54,931

초등학교 1-5학년

¥ 195,139

중학교 6-8학년

¥ 204,108

고등학교 9-12학년

일시불 납부

수업료 분할 납부 계획

만기일: 2018월 8월 10일

¥ 121,618

(만2-3세) 3일 종일반 옵션

¥ 79,036

(만2-3세) 3일 오전반 옵션
초등학교 1-5학년
중학교 6-8학년

고등학교 9-12학년

쿼터별 납부

(만2-6세) 5일 종일반 옵션

¥ 81,445

(만2-3세) 3일 오전반 옵션
초등학교 1-5학년
중학교 6-8학년

고등학교 9-12학년

고등학교 9-12학년

3쿼터

3월 입학

¥ 51,712
¥ 54,090

계좌 정보

Beneficiary’s Name: Qingdao MTI International School
Beneficiary’s A/C Number: 000000501511170106
Beneficiary’s Bank: STANDARD CHARTERED BANK (CHINA)
LIMITED (Qingdao Branch) (SWIFT: SCBLCNSXQDO)
*질문이 있으시면 ISQ 재정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86 532) 8881 5668 내선번호 73061

연체료:

¥ 106,135

중도 입학생 납부 규정

2쿼터

¥ 14,557

미국 은행 계좌 (미화만 가능)

¥ 101,470
¥ 107,610

수업료는 학생의 첫 등교일 이전까지 납부되어야 합니다. 분할 납부를 선택하
실 경우 차후 분할 납부금은 정해진 만기일에 따릅니다.

¥ 21,583

¥ 54,840

¥ 28,565

중학교 6-8학년

¥ 206,941

¥ 20,945

¥ 41,100

초등학교 1-5학년

¥ 204,108

(만2-3세) 3일 종일반 옵션

¥ 42,350

(만2-3세) 3일 오전반 옵션

¥ 195,139

¥ 32,230

¥ 63,241

(만2-3세) 3일 종일반 옵션

¥ 54,931

(만2-6세) 5일 종일반 옵션

두번째 만기일: 2019년 1월 4일

(만2-4세) 5일 오전반 옵션

첫번째 만기일: 2018년 8월 10일 l 두번째 만기일: 2018년 10월 4일
세번째 만기일: 2019년 1월 4일 l 네번째 만기일: 2019년 3월 4일

(만2-4세) 5일 오전반 옵션

학기별 납부

첫번째 만기일: 2018년 8월 10일

(만2-6세) 5일 종일반 옵션
(만2-4세) 5일 오전반 옵션

¥ 206,941

4쿼터

만2세-5학년

75%
50%
30%
25%

6학년-12학년

80%
60%
35%
30%

중국 은행 계좌 (인민폐만 가능)

학교 이름

学校名称：青岛MTI国际学校
은행 이름

银行名称：招商银行青岛秦岭路支行
은행 계좌

532900152410202

학생의 수업료는 학교의 고지서가 없어도 상기의 납부 만기일까지 납부되어야 합니다. 납부 만기일을 5일 이상 넘기게 되면 하루
당 50위안씩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체납일이 20일 이상된다면 수업료가 납부될 때까지 학생은 수업에 참가할 수 없게 되며 성적
표와 증명서류 발급은 보류됩니다.

학비 관련 주요 사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1.10
1.11
1.12

납부계획서는 학부모님께 만기일과 납부하실 금액 그리고 학비 규정을 알려드리기 위해 제공됩니다. 학부모님께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책임이 있으십니다. a) 만기일에 맞추어 납부함 b) 학교에 납부 사실을 알림.

만약 회사에서 학비를 납부한다면 납부계획서 사본을 회사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미납금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학부모님께 있습니다.
납부되어야 할 금액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입학신청, 등록은 미완료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학교 재정사무실은 인민폐 2,000위안 이상의 현금은 받지 않으므로 그 이상의 현금은 은행을 통해 학교계좌로 송금해
주셔야 합니다.
외환 관리국 규정에 의하여 본교는 미화 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수업료와 기타 비용은 인민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학비를 미화로 납부하시려면 현재 중국의 환율에 따라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인민폐 비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환율은 중국은행에서 지난달의 마지막날의 구입가와 판매가의 중간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학기 중간에 전학을 가는 경우, 미납된 수업료가 완납되기 전까지는 학생의 학교 증명서류나 성적증명서 발급이
보류됩니다.
12월에 조기 졸업하는 학생들은 연간 수업료의 60%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비는 학생의 자리를 확보하는 데 적용됩니다. 수업료는 첫 등교날 전까지 미리 납부되어야 합니다.
수업료 분할 납부 계획에 상관 없이 모든 첫번째 수업료는 2018년 8월 10일까지 납부되어야 합니다.
수업료를 납부하심으로써 학부모님께서는 ISQ의 모든 학비 규정에 동의하시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세법에 의하여, ISQ는 등록비와 수업료에 한에서만 영수증(화표)을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비 혹은 점심비를 위한 영수증(화표) 발급을 원하신다면 이는 본교가 계약을 맺고 있는 관련 도급업자로 부터 직접
발급되어 집니다. 위의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업료와 기타 비용 환불 원칙
2.1

2.2
2.3
2.4
2.5
2.6

재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만약 학생이 학기 중간에 전학을 가야 한다면 남은 전체 쿼터에 해당되는 수업료만 환불됩니다.
학교규율 위반 혹은 제적 등으로 퇴학 조치된 학생의 나머지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수업료와 기타 비용은 다른 학생에게 양도될 수 없습니다.

학비 환불 신청은 먼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에서 발급된 영수증(화표) 또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기 기간 쿼터, 학기, 한 학년도는 ISQ 학교 달력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회 보험 부담금

지역 정부측에서 본교에게 외국인 사회 보험비를 요구한다면 2-6세 학생들은 한 학생당 인민폐 3,900위안을 납부해야 하고 모든
1-12학년 학생들은 한 학생당 인민폐 7,800위안씩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절차
3.1

3.2
3.3
3.4

전신환 (TT 송금)으로 납부하실 때에는 은행정보에 있는 주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모든 온라인 송금에 부과되는 수수료(국내 수수료와 국제수수료 포함)는 학부모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송금 영수증은 송금한 날짜로부터 2일 안에 회계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납부 여부가 제때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ISQ 에 학비를 납부하실 때마다 은행에서 발급된 영수증을 finance@isqchina.com 그리고 admissions@isqchina.com
으로 이메일 하시거나 또는 학교 재정사무실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로 영수증을 보내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3.4.1

학생 학교 ID번호, 파워스쿨에 있는 학생의 이름, 학년, 학부모님 전화번호, ISQ 재정사무실에서 발급해드릴
영수증(화표)를 위한 개인 이름/회사이름, 등록비, 수업비, 버스비, 점심비, 기타 비용과 총 납부금액.

ISQ Finance Oﬃce
(86 532) 8881 5668
Ext. 73061
finance@isqchina.com

international
school of
qingda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