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 Summer Program Payment and Refund Information]
Only currently admitted KIS students are eligible for registration in the KIS Summer Program. We have
identified a limited number of student openings in each summer session being offered. To guarantee your
child’s placement in a KIS Summer Programs session we encourage all families to complete and return the
enrollment from as soon as possible. We will enroll students on a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After April
22, 2018, we will begin to enroll students who are on our waiting list.


Full payment is due by April 22, 2018.



Payment can be paid in Korean Won or US Dollars.



A late fee of KRW 40,000 or USD 30.00 will be assessed per registration after April 22, 2018.



Lunch and snack fee is included in the summer program tuition



Bus fee is separate and optional.



Door-to-door Bus Service will NOT be provided.

PAYMENT INSTRUCTIONS


For Korean Won By wire transfer to IBK Bank (Daechiyeok Branch)

Account # : 211-028515-01-109
Account Name : Korea International School


For U.S. Dollars By wire transfer to IBK Bank (Daechiyeok Branch)

Account # : 211-028515-56-01056
Account Name : Korea International School

TUITION
Session Dates

June 18 - June 29

July 02 – July 13

Both Sessions

Grades K-2

KRW 980,000 or USD 920

KRW 980,000 or USD 920

KRW 1,862,000 or USD 1,748

Grades 3-5

KRW 980,000 or USD 920

KRW 980,000 or USD 920

KRW 1,862,000 or USD 1,748

Grades 6-8

KRW 1,100,000 or USD 1,033 KRW 1,100,000 or USD 1,033

KRW 2,090,000 or USD 1,963

OTHER FEES (Optional)
Session Dates

Bus Fee

June 18 – June 29

KRW 170,000 or USD 160

July 02 – July 13

KRW 170,000 or USD 160

Both Sessions

KRW 340,000 or USD 320

REFUND SCHEDULE
 A full Refund will be issued (100% of total tuition) Before April 22, 2018.
 80% of total tuition will be refundable After April 23, 2018 ~ Before May 31, 2018.
 No refunds will be issued as of June 1, 2018.

Session Dates

June 18 - June 29

July 02 – July 13

Both Sessions

Grades K-2

KRW 784,000 or USD 736 KRW 784,000 or USD 736
[refund 80% of total tuition [refund 80% of total tuition
before May 31, 2018]
before May 31, 2018]

KRW 1,489,600 or USD 1,398
[refund 80% of total tuition
before May 31, 2018]

Grades 3-5

KRW 784,000 or USD 736 KRW 784,000 or USD 736
[refund 80% of total tuition [refund 80% of total tuition
before May 31, 2018]
before May 31, 2018]

KRW 1,489,600 or USD 1,398
[refund 80% of total tuition
before May 31, 2018]

Grades 6-8

KRW 880,000 or USD 826
[refund 80% of total tuition
before May 31, 2018]

KRW 1,672,000 or USD 1,570
[refund 80% of total tuition
before May 31, 2018]

KRW 880,000 or USD 826
[refund 80% of total tuition
before May 31, 2018]

[ 한국외국인학교 여름 프로그램 수업료 납부 및 환불 정보 ]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인학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여름 프로그램은 현재

한국외국인학교 재학중인 학생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는 모든 KIS 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여름 프로그램은 등록비 확인 후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KIS 여름프로그램은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하여

주시면

등록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대기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2018 년 4 월 22
일 이후 선착순으로 등록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등록금 납부 마감일은 2018 년 4 월 22 일 입니다.
등록금은 한화 또는 US 달러로 납부 가능합니다.
2018 년 4 월 22 일 이후 늦은 등록을 하시는 경우 한화 4 만원 또는 USD 30.00
달러가 연체료로 부과됩니다.
점심 식대와 간식비는 여름 프로그램 수업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버스 비용은 별도 부과됩니다.
여름 프로그램 기간에 스쿨버스는 door-to-door 서비스로 운영되지 않고, 별도의
탑승장소로 운영되는 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세션 일자

[세션 1] 06/18 – 06/ 29

[세션 2] 07/ 02 – 07/13

[모든 세션] 06/18 – 07/ 13

K-2 학년

980,000 원 또는 $920

980,000 원 또는 $920

1,862,000 원 또는 $1,748

3-5 학년

980,000 원 또는 $920

980,000 원 또는 $920

1,862,000 원 또는 $1,748

6-8 학년

1,100,000 원 또는 $1,033

1,100,000 원 또는 $1,033

2,090,000 원 또는 $1,963

기타

비용

(선택 사항)

세션 일자

[세션 1] 06/18 – 06/ 29

[세션 2] 07/ 02 – 07/ 13

버스비

170,000 원 또는 $160

170,000 원 또는 $160

[모든 세션] 06/18 – 07/ 13
340,000 원 또는 $320

환불

규정

·

2018 년 4 월 22 일 이전: 등록금 전액 환불 (100% 등록금 전액)

·

2018 년 4 월 23 일 이후 – 2018 년 5 월 31 일 이전: 등록금의 80% 환불

·

2018 년 6 월 1 일 이후: 환불 금액 없음

세션 일자

K-2 학년

[세션 1] 06/ 18 – 06/ 29

[세션 2] 07/02 – 07/ 13

[모든 세션] 06/ 18 – 07/ 13

784,000 원 또는 $736

784,000 원 또는 $736

1,489,600 원 또는 $1,398

[2018 년 5 월 31 일 이전:

[2018 년 5 월 31 일 이전:

[2018 년 5 월 31 일 이전:

등록금의 80% 환불]

등록금의 80% 환불]

784,000 원 또는 $736

1,489,600 원 또는 $1,398

등록금의 80% 환불]
784,000 원 또는 $736
3-5 학년

6-8 학년

[2018 년 5 월 31 일 이전:

[2018 년 5 월 31 일 이전:

[2018 년 5 월 31 일 이전:

등록금의 80% 환불]

등록금의 80% 환불]

등록금의 80% 환불]

880,000 원 또는 $826

880,000 원 또는 $826

1,672,000 원 또는 $1,570

[2018 년 5 월 31 일 이전:

[2018 년 5 월 31 일 이전:

[2018 년 5 월 31 일 이전:

등록금의 80% 환불]

등록금의 80% 환불]

등록금의 80% 환불]

여름 프로그램의 각 세션은 수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있습니다. 2018 년 4 월 22 일이
지나 프로그램의 최소 인원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취소될 경우, 원하시는 다른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최소 참가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 프로그램이 취소될 경우,
등록금 전액이 환불되며 환불을 원하시지 않을 경우 같은 등록금의 다른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업료를 납부하고 2018 년 4 월 22 일 이전 프로그램을 취소하시는 경우에는 수업료
전액을 환불

받게

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취소하시는

경우

위에 명시된

프로그램

등록비

바와

같이, 2018 년

수수료(전체

등록금의

4 월

23 일

20%)는

이후

환불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2018 년 6 월 1 일 이후 프로그램을 취소하시는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이
환불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

계좌

안내

한화 납부 시-

기업은행 (대치역 지점)

계좌번호: 211-028515-01-109
계좌주: Korea International School

❏

달러 납부 시- 기업은행 (대치역 지점)
계좌번호: 211-028515-56-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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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