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 2023 학비 안내서
International School of Qingdao

수업료 학기별 납부
2회 분할 납부
2022년 7월15일
2022년 12월15일

일시불 납부
납부 기한

2022년 7월15일

쿼터별 납부
4회 분할 납부

2022년 7월15일, 2022년 9월15일
2022년 12월15일, 2023년 3월15일

조기납부 할인
납부 기한

2022년 5월15일

¥43,500

¥64,800

¥102,200

¥107,100

¥108,700

¥ 84,300

¥125,900

¥198,500

¥207,900

¥211,000

¥22,200

¥33,100

¥52,200

¥54,700

¥55,500

¥80,100

¥119,600

¥188,600

¥197,500

¥200,500

ECC 오전반 (F-JK)

ECC 종일반 (F-K)

초등부 (1-5학년)

중등부 (6-8학년)

고등부 (9-12학년)

ISQ Finance Office
0532.8881.5668 
Ext. 73061, 73062, 73063
finance@isqchina.com

유니폼
이 금액은 대략적인 예상 금액이며 학생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00 - 1,000

기타 비용 재등록비
2022년 4월26일까지 재등록비를 내셔야 자녀의 2022-23학년도 해당 학년의 자리가 확보됩니다.

¥3,000

입학금 | 신입생만 해당
입학금을 납부하셔야 학생의 자리가 확보됩니다. 

¥10,000

선택사항 교통비 
교통비는 수업료 납부 계획에 상관 없이 1년치를 일시불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8,600

점심비 ECC - G1 / G2 - G12 ¥28 / ¥33

중고등부 (6-12학년)컴퓨터
자세한 내역은 ISQ 기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구비

중도 
입학생

학기 중간에 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Q2

75%

Q3

50%

Q4

25%

Q1

100%

등록하는 쿼터

연간 수업료

시험 응시료 | 신입생만 해당 ¥600



납부 관련 안내 사항

수업료는 계좌 이체(납부 방식 1)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료의 납부 기한은 앞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으
며, 신입생의 경우 입학 시 발행되는 납부명세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수업료

입학금, 재등록비와 교통비는 계좌로 송금을 하시거나, 위챗(납부 방식 1 또는 2)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료 분할 납부와 상관 없이 교통비는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입학금(신입생), 재등록비 & 교통비

1. 계좌 이체: 계좌로 송금을 하실 때는 학생의 이름과 학년을 적어주시고, 납부 후 finance@isqchina.com 
으로 확인 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송금 수수료는 송금을 하시는 분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2. 위챗 결재: 위챗 결재를 하시려면 아래의 QR 코드를 스캔하신 후 결재 정보를 잘 작성하시어 송금이 착오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납부 방식

US Bank Account (USD only)
Beneficiary’s Name: Qingdao MTI International School

Beneficiary’s Bank: STANDARD CHARTERED BANK (CHINA)
Beneficiary’s A/C Number: 000000501511170106

 LIMITED (Qingdao Branch) (SWIFT: SCBLCNSXQDO)

China Bank Account (RMB only)
School Name
Bank Name
Bank Account

学校名称：青岛MTI国际学校
银行名称：招商银行青岛崂山支行
银行账号:532900152410202

납부 방식

미국 은행계좌로 송금을 하실 경우, 먼저 재정부로 연락을 하시어 환율(인민폐- 달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율은 중국은행에서 지난 달 마지막 날의 구입가와 판매가의 중간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자녀의 자리를 확보하시려면 재등록비 또는 입학금(신입생)을 이 학비안내서 또는 납부명세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 만기일을 5일 이상 넘기게 되면 하루에 50위안씩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체납일이 10일을 넘을 경우 수업료가 
납부될 때까지 학생은 수업에 참가할 수 없게 되며, 성적표와 증명서류 발급이 보류됩니다. 

기타 납부 관련 규정:

• ISQ 는 입학금, 재등록비와 수업료에 대해서만 화표(영수증)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교통비는 
버스 회사를 통해 직접 화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사 등 제3자가 수업료와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학비 납부를 확인하고 재정부에 필요한 연락을 취하는 
것은 학부모님의 책임입니다.  

• 만약 정부가 해당 학년도 중 사회보험비를 학교에 추가적으로 부과할 경우, 부모님들께서 추가 비용을 납부하
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부의 약관과 규정을 더 자세히 보시려면 https://isqchina.com/en/admissions/tuition-and-fees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납부 관련 규정

위챗으로는 입학금, 재등록비,
교통비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챗 결재(인민폐만 가능)

mailto:finance@isqchina.com
https://isqchina.com/en/admissions/tuition-and-fe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