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2020 
점심 프로그램 

 

ISQ 의 점심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알맞는 가격에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교와 급식 업체 “가연(佳妍)”은 학생들을 위한 맛있고 영양이 가득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연(佳妍)”은 중국 식품 및 의약품국의 허가를 

받았으며 칭다오 교육청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점심식사는 조리된 균형잡힌 음식으로 신선한 과일, 요거트와 함께 매일 제공됩니다. 다양한 

식사를 위해 메뉴는 4 주를 주기로 제공됩니다. 

 

1. 비용 및 주문 절차 
 

자녀에게 해당되는 점심 비용을 확인해 주세요. 

  Q1 Q2 Q3 Q4 일년치 

ECC 

(F 반-K 반) 
¥1,000 ¥1,000 ¥1,000 ¥1,000 ¥4,000 

초등학교 

(1-5 학년) 
¥1,100 ¥1,100 ¥1,100 ¥1,100 ¥4,400 

중고등학교 

(6-12 학년) 
¥1,250 ¥1,250 ¥1,250 ¥1,250 ¥5,000 

 

1.1 절차 
 

점심 주문을 위해 해당 비용을 ISQ 중국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화표 또는 확인서가 필요하시다면 다음으로 이메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finance@isqchina.com 

 

*점심 금액 화표는 급식 업체로부터 발행됩니다.  

 

1.1 점심 비용 납부 마감일 

 

자녀분의 쿼터별 점심 주문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을 다음 마감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쿼터 – 2019 년 08 월 09 일 

 2 쿼터 – 2019 년 10 월 11 일 

 3 쿼터 – 2019 년 12 월 15 일 

 4 쿼터 – 2019 년 03 월 15 일 



 

 

1.2 ISQ 계좌 정보 

 

계좌 정보 (위안화만 가능) 

学校名称 (학교 이름): 青岛 MTI 国际学校  

银行名称 (계좌 이름): 招商银行股份有限公司青岛崂山支行 

(계좌 번호):   532900152410202 

송금시 다음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Lunch” 표기 

 학생의 이름(성, 이름) 

 학생의 학년 

*납부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재정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32) 8881-5668 내선번호. 73061   

 

2. 점심 취소 및 환불 절차 

 

학생의 점심 취소는 가능하나 환불은 학생이 점심 취소를 한 날짜에 기반하여 이루어 집니다. 

 

2.1 점심 취소 

 

점심 취소를 위해서는 학생의 이름, 학년과 함께 점심담당자(lunch@isqchina.com), 

재정부(finance@isqchina.com)에 이메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2.2 환불 

 

쿼터 시작 5 일전까지 점심을 취소하시면 100%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쿼터 시작 후 4 주 

이내에 점심을 취소하시면 쿼터 점심비용의 50% 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졸업 또는 전학을 가거나 학년 말에 점심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본교 재정부는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리어 미납 수수료 정산 및 환불을 도와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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