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2021 학년도 학비 정책 

(K2~Y6까지) 

(모든 학비의 단위는 RMB로 적용) 

입학신청서(신입생):  2,000; 환불되지 않습니다. 

자리보증금(신입생): 

자리보증금은 입학 시 한 번 내며, 환불 받을 수 있으며, 무이자로 학교에 등록해 있는 동안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학교는 학생의 등록중, 혹은 재학 철회 후에 발생하는 모든 미지급 비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보증금은 학교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비용(미 지급된 학비가 있는 겅우)을 공제한 후, 철회서를 완벽하게 쓰신 
경우에 한하여 45일 안에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급 보증금 금액 

유치부- Half day 5,600 
유치부- Full day 13,300 

초등학교 – Years 1 to 4 16,700 
초등학교 – Years 5 to 6 17,000 

자리보증금을 내었다고 하여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입학에 필요한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은 어떠한 학비나 수수료로 대체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학생의 경우, 만약 자녀(들)가 다가오는 학기에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이 차이가 나게 된다면 부모/(보증인)는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혹은 학교가 잉어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학기가 끝나기 전에 부모님께 
환불할 것입니다. 

학비 

학급 
째 1 학기  

(2020년 8월-12월) 
째 2 학기 

(2021년 1월–6월) 
년 합계 

유치부- Half day 22,400 33,600  56,000 
유치부- Full day 53,200 79,800  133,000 
초등학교 – Year 1 to Year 4 66,800   100,200   167,000 
초등학교 – Year 5 to Year 6 68,000 102,000   170,000 

*1학기 혹은 1년 학비(선택 가능)는 반드시 6월 15일이전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2학기 학비는 반드시 11월 15일이전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학기 중간에 입학 하는 경우, 학비는 매월 학비를 내는 기준에 비례하여, 10달을 기준으로,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시작월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될 것입니다. 학비는 학비납입동의서를 써주신 날을 기준으로하여 10일 
이내에 납입주셔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학생이 학교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납부 할인제도 

첫번째 할인 제도 제외는 남어진 할인 조건 동시에 발생시 학부모님은 그중에서(두번째부터 다섯번째까지) 
최상조건의 하나의 할인제도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 정책 2020~2021 학년도 

개교 기념 할인 
일조요화국제학교의 입학을 시청한 학생들과 재학생들은 다 1 년 학비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할인 

한 기업에서 몇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입학 신청시: 
4-6 명 이면 (1년 학비*50%)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7-9명 이면 (1년 학비*50%)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10-14명 이면 (1년 학비*50%)의 15%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15명 이상시 (1년 학비*50%)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할인 
둘째 아이에게는 (1년 학비*50%)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아이에게는 (1년 학비*50%)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납부 할인 

2020~2021학년도 전체 학비(모든 다른 내용의 학비가 포함된)를 2020년 6월 8일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1년 학비*50%)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니다. 
(영수증의 날짜는 은행에서 접수통지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마감일보다 
며칠 빨리 납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납부 할인 

2020년 6월 8일 이후에서 2020년 6월 15일 이전에 2020~21 학년도 1년 학비를 
납부하는 경우 (1년 학비*50%)의 3%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날짜는 
은행에서 접수통지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마감일보다 며칠 빨리 납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점심 식사 비용(선택 사항) 

구분 째 1 학기 째 2 학기 년 합계 

유치부 1,512 2,268 3,780 

초등학교 2,520 3,780 6,300 

학비 납부의 해결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가 받은 모든 지불 내역은 우선적으로 보증금으로 보관될 것입니다.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학교의 학비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기한 후 납부 

학교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학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달별로 계산하여, 기한이 지난 날수와 비례한 연간 학비의 
2%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1) 은행송금 
학비 납입은 아래의 학교 계좌번호로 중국 위안(RMB)만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과 회사의 외화 은행 송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납부 확인의 편의를 위해서,  송금 납입 영수증에 자녀의 여권 이름을 기재하셔서 
경리부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아래를 참조) 

For domestic RMB 
payment bank account 

information : 

Account Name: 日照耀华国际学校   
YEW WAH INTERNATIONAL SCHOOL OF RIZHAO 

Account Number: 210422195500 

Bank & Branch Name: 中国银行日照北京路支行 

2)   직접 방문 납부 

적은 비용(6,000위안 이하)의 경우 직접 일조 캠퍼스에 오셔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비용(6,000위안 
이상)의 경우는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공지: 개인 신용카드나 체크 카드로는 결제하실 수 없습니다. 

학비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라도 주저없이 경리부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0633 819 2812 ex. 2819 or Fax: 819 2801. 

환불 

환불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철회, 환불 정책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철회, 환불 정책 자료의 모순과 
혼선을 막고자, 영문과 중문의 자료가 같은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영문 자료가 우선시 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