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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 년 재정 정책 

학비 및 기타 비용  영아반  (K3) 유아반(K4) 초등학교 (K5 - 5 학년) 중학교( 6-8 학년) 고등학교 (9-12 학년) 

입학신청비 (신입생) ¥2,100 ¥2,100 ¥2,100 ¥2,100 ¥2,100 

학비 ¥48,000 ¥104,000 ¥114,000 ¥117,000 ¥117,000 

참가비용 ¥500 ¥500 ¥500 ¥650 ¥900 
 

학교발전기금(새로 입학하는 가정)         ¥30,000 

재-등록 예치금 (재학생)        ¥4,000 

납부 시기 선택 

학년 선택 1-일시불 완납(2%할인) 선택 2-학기별 분납(가산금 없음) 

영아반 (K3) ¥47,040 ¥24,000 

유아반 (K4) ¥101,920 ¥52,000 

초등학교 (K5- 5 학년) ¥111,720 ¥57,000 

중고등학교 ( 6-12 학년) ¥114,660 ¥58,500 

납부 날짜 6 월 1 일까지 6 월 1 일, 12 월 1 일 

 

납부 방식 

1. 인민폐나 미국 달러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국카드만 가능, 신용카드 수수료 0.6%은 납부자 부담이고 학교 재정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불가능)  

3. 인민폐나 미달러 수표로 지불 가능합니다. 

4. 미국 달러나 인민폐 현금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은행 이름: Bank of Communications Yun Nan Branch Kun Ming Dian Chi Branch 

은행 주소: Ri Xin Zhong Road, Kunming Yunnan China 

Swift 코드: COMMCNSHKMG 

구좌 명: 

학교주소 

KUNMING GUOJI XUEXIAO 
Hu Pan Zhi Meng Xiao Qu, Guang Fu Lu 
Kunming, Yunnan, 650228, P. R. China 

인민폐 구좌 번호: 

미달러 구좌 번호: 

531078140018010010351 
531078140146100000103 

학교 전화: 

중요 안내 

(86)-871-64126887 

송금시 설명란에 반드시 기입요망: 학교명 “KIA”, 학생 여권상의 성명과 

학비납부명세서 번호.  송금수수료는 송금자부담으로 표시해주십시오. 

银行名称： 交通银行云南省分行昆明滇池支行 

银行地址： 中国云南省昆明市日新中路 

SWIFT码： COMMCNSHKMG 

收款人名称： 昆明国际学校 

收款人人民币(RMB)账号： 531078140018010010351 

收款人美元(USD)账号： 531078140146100000103 

收款人电话： +86-871-6412-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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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및 기타 비용 중요 안내: 

• 필요한 비용을 모두 납부해야만 학교 입학신청 및 입학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   

• 국내 혹은 국제 모든 송금과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모든 수수료는 송금자 부담입니다. 송금 

날짜로부터 근무일 5 일 안에 학교 재정 사무실에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송금 내역서를 학교 재정사무실로 

메일이나 팩스 혹은 직접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은행 송금 내역서에 학생 여권상의 성명과 학비 청구서의 번호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일회성 비용: 

• 입학절차에 따른 신청비는 입학처에서 학생 파일을 검토하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 학교 발전 기금은 학교 발전을 위한 투자기금으로 중요한 수리, 건물 보수, 기기 및 기타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모든 신입학 가정이 납부하며, 환급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신입생:  

• 입학 신청비는 입학사정이 정식으로 이뤄지기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환불 및 다른 용도로 변환이 되지 않는 

비용으로, 학생이 입학신청을 한 학년도에만 적용됩니다. 입학 신청비용 납부는 입학이나 등록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닙니다.   

• 모든 신입생은 입학 통보를 받고 학교 근무일 10 일안에 학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는 신청 시기에 따라서는 

6 월 1 일이 될 수 있습니다.  

• 입학 신청한 학생이 학년년도가 시작된 후 입학이 허락되는 경우, 학비는  시작 분기 전체와 남은 분기에 대한 

학비를 납부할 것입니다. 

 

연체 규정: 

• 납부 기한 일이 지났을때 2%의 연체료가 부과되며, 또한 그후부터 매달 2%가 추가 됩니다.  

• 학비가 완납되지 않은 경우, 학교는 학생의 퇴학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 학비가 미납된 학생들은 성적표 및 학교 기록부를 받지 못하며, 파워 스쿠울 접속이 안됩니다. 학비를 완납할 

때까지 다음 년도 재-등록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학비 및 기타 비용 환불 규정:  

• 입학 신청비, 학교 발전기금, 참가비용 및 재-등록 예치금-환급 불가 

• 학기 중 학생이 떠날때, 수업을 받지 않은 분기의  학비만 환급되며, 새로운 분기 시작하기  4 주전에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만일 학생이 학교를 완전히 떠날 경우 신청서를 6 월 1 일에서 7 월 15 일 전에 학교에 제출하면  전 학비의 90%를, 

7 월 15 일에서 학교 시작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 학비의 80%를 환급받습니다. 

• 학생이 쿤밍을 완전히 떠나갈 때에만 학비 환급, 규율의 문제로 학생이 떠날 때는 환급 불가 

• KIA 는 도서관 도서, 사물함 열쇠, 교과서 등의 분실 및 훼손에 대해 변상을 환불 금액에서 공제할 권한을  

갖습니다. 

• 사전에 계획된 장기 결석에 대한 환불은 안됩니다.  

 

본교는 년중 필요할 경우 인민폐 대 미국 달러 환율의 조정권을 갖습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현재 

환율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inance@kia-china.org  전화번호 +86-871-6412-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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