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외국인학교 2019 썸머 프로그램 수업료 납부 및 환불 정보 ]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인학교 2019 썸머 프로그램은 현재 한국외국인학교 재학중인 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은 등록비 확인 후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제한된 인원을 대상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하여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대기자로 등록된 경우, 2019년  
 4 월 22 일 이후 선착순으로 등록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 썸머 프로그램을 신청해주시는 모든 KIS 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 등록금 납부 마감일은 2019 년 4 월 21 일 입니다. 
■ 등록금은 한화 또는 US 달러로 납부 가능합니다. 

       ■ 2019 년 4 월 21 일 이후 늦은 등록을 하시는 경우 한화 4 만원 또는 USD 30.00 달러가  
       연체료로 부과됩니다. 
       ■ 점심 식대와 간식비는 수업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버스 비용은 별도 부과됩니다. 

 
■ 등록금 
 

 
세션 일자 [세션 1] 06/17 – 06/ 28 [세션 2] 07/ 01 – 07/12 [모든 세션] 06/17 – 07/ 12 

K-2 학년 980,000원 또는 $920 980,000원 또는 $920 1,862,000원 또는 $1,748 

3-5 학년 980,000원 또는 $920 980,000원 또는 $920 1,862,000원 또는 $1,748 

6-8 학년 1,100,000원 또는 $1,033 1,100,000원 또는 $1,033 2,090,000원 또는 $1,963 

 
 
■ 기타 비용 (선택 사항) 

 
세션 일자 [세션 1] 06/17 – 06/ 28 [세션 2] 07/ 01 – 07/12 [모든 세션] 06/17 – 07/ 12 

버스비 170,000원 또는 $160 170,000원 또는 $160 340,000원 또는 $320 

 
 

  



 
■ 환불 규정 

 
· 2019 년 4 월 21 일 이전: 등록금 전액 환불 (100% 등록금 전액) 

· 2019 년 4 월 22 일 이후 ~ 2018년 5 월 31 일 이전: 등록금의 80% 환불 

· 2019 년 6 월 1 일 이후: 환불 금액 없음 

 
세션 일자 [세션 1] 06/17 – 06/ 28 [세션 2] 07/ 01 – 07/12 [모든 세션] 06/17 – 07/ 12 

 
 

K-2 학년 

784,000원 또는 $736 784,000원 또는 $736 1,489,600원 또는 $1,398 

[2019 년 5 월 31 일 이전: [2019 년 5 월 31 일 이전: [2019 년 5 월 31 일 이전: 

등록금의 80% 환불] 등록금의 80% 환불] 등록금의 80% 환불] 

 
 

3-5 학년 

784,000원 또는 $736 784,000원 또는 $736 1,489,600원 또는 $1,398 

[2019 년 5 월 31 일 이전: [2019 년 5 월 31 일 이전: [2019 년 5 월 31 일 이전: 

등록금의 80% 환불] 등록금의 80% 환불] 등록금의 80% 환불] 

 
 

6-8 학년 

880,000원 또는 $826 880,000원 또는 $826 1,672,000원 또는 $1,570 

[2019 년 5 월 31 일 이전: [2019 년 5 월 31 일 이전: [2019 년 5 월 31 일 이전: 

등록금의 80% 환불] 등록금의 80% 환불] 등록금의 80% 환불] 

 

썸머 프로그램의 각 세션은 수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있으며  2019 년 4 월 21 일 이후 
최소 인원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최소 참가 인원이 미달되어 
프로그램이 취소될 경우, 등록금 전액이 환불됩니다.  프로그램이 취소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수업료를 납부하고 2019 년 4 월 12 일 이전 프로그램을 취소하시는 경우에는 수업료 전액을               
환불 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위에명시된바와같이, 2019 년 4 월 22 일이후썸머프로그램을                   
취소하시는 경우등록수수료(전체등록금의 20%)는환불되지않습니다. 또한 2019 년 6 월 1 일                
이후 프로그램을 취소하시는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이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계좌 안내 
 
❏  한화 납부 시- 하나 은행 (수내역 지점) 
계좌번호: 347-910012-38904 
계좌주: Korea International School 
 
 
❏  달러 납부 시- 하나 은행 (수내역 지점) 
계좌번호: 347-910011-84932 
계좌주: Korea International School 
 
 
 
 
▣ 입금 시에는 반드시 학생의 ID 번호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업료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KIS 회계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 캠퍼스 회계팀] 031-789-0512 / 0513 
[서울 캠퍼스 회계팀] 02-3496-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