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es & Service 
 (2nd Year 2023-2024)

T/Th M/W/F
Tuition (monthly) 24만원 29만원

Textbook (monthly) ~5만원
(purchased from school or outside vendor according to curriculum maps)

Services (monthly)
Online Programs & Curriculum Development 

10만원
(RAZ-Kids, Kidsnote, AR & STAR, In-House Books, Science Kits, Art 

Supplies & CreationStation)

Bus (monthly) 2~4만원*
(depending on location)

Pre-Kindy Kindy Program
Tuition (monthly) 80만원 105만원
Meals (monthly) 15만원

Textbook (monthly) ~3만원
(purchased from school or outside 

vendor according to curriculum maps)

~5만원
(purchased from school or outside 

vendor according to curriculum maps)

Services (monthly)
Online Programs & Curriculum Development

10만원 20만원
(RAZ-Kids, Kidsnote, AR & STAR, In-House Books, Science Kits, Art Supplies, 

Events & Field Trips (2 per month), & CreationStation)

Application Package 30만원  (semester) / 57만원 (annual)
(Uniform(s), Student Card, Backpack, yearbook, school portrait)

Bus (monthly) 3~7만원*
(depending on location)

After-Kindy 1.5만원 per day
       TTh 20만원 
      MWF 30만원 
       M-F 50만원

Kindy

Elementary

● After-Kindy�is�charged�based�on�how�many�days�of�the�week�are�scheduled

● ‘Evening�Online�Programs�Fees’�&�‘Shuttle�Bus’�for�After-Kindy�not�charged�for�students�
continuing�from�the�morning�program

*Prices�will�increase�slightly�each�year�to�keep�up�with�inflation�and�supply�costs.�In�general�prices�will�only�increase�~5%�each�year.�However,�
when�parents�register�they�wil�pay�the�same�fees�throughout�the�duration�of�their�time�in�the�program.

                                  
*20% Off 
for Kindy 
Students



  원비 & 서비스 
        (2nd Year 2023-2024)

화/목 월/수/금
교습비 (월) 24만원 29만원

교재비 (월)
~5만원

(교과과정 지도에 따라 원 또는 
외부 공급업체에서 구입)

서비스 (월)
온라인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개발

10만원
(RAZ-Kids, 키즈노트, AR & STAR, In-House Books, 과학키트, 미술 준비물 

& 크리에이션 스테이션)

셔틀버스 (월) 2~4만원*
(위치에 따라 가격 상이)

예비 유치부 정규 유치부
교습비 (월) 80만원 105원

식비 (월) 15만원

교재비 (월)
~3만원

(교과과정 지도에 따라 원 또는 
외부 공급업체에서 구입)

~5만원
(교과과정 지도에 따라 원 또는 

외부 공급업체에서 구입)

서비스 (월)
온라인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개발

10만원 20만원
(RAZ-Kids, 키즈노트, AR & STAR, 사내 도서, 과학 키트, 미술 용품, 이벤트 및 견학(월 2회), 

& 크리에이션 스테이션)

입학 패키지 30만원  (1학기) /  57만원 (1년)
(원복, 학생증, 가방, 학년앨범, 인물사진)

셔틀버스 (월) 3~7만원*
(위치에 따라 가격 상이)

After Kindy 1.5만원 per day
        TTh 20만원 
       MWF 30만원 
        M-F 50만원

유치부 프로그램

초등부 프로그램

● 오후 유치부는 예약된 요일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 오후에 진행되는 온라인 프로그램 수업료 및 셔틀 버스는 오전 유치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생들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가는 인플레이션과 공급 비용에 맞추기 위해 매년 약간 상승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은 매년 ~5% 정도만 상승할 것입니다. 하지만 , 학부모들께서는 
등록하실 때의 프로그램 금액으로 기간 내내 같은 요금을 지불합니다.

                                  
*20% Off 
for Kindy 
Students



1. Each ‘billing month’ is according to the ‘Academic Calendar’ 
and consists of 20 class dates       
SKIE의 수강료는 학사 일정에 따라 매 달 20일의 수업 날짜로 
구성됩니다.

2. Parents will be sent an invoice to their email or phone on 
file for their upcoming month’s bill                                                                
청구서에 등록된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학부모님께 다음 달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3. Tuition payments are due on the 15th of the preceding 
‘calendar month’                                                                
등록금은 전월 '달'의 15일까지 납부해주세요.
(Example: Pay on the 15th of December for the January academic month.)    
(예시 : 1월 학기분은 12월 15일에 납부)

a. If payment does not occur on the 15th, parents will be send an email or messag reminder.                   
15일까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부모님께 이메일 또는 문자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b. If payment does not occur before the 20th, parents will be contacted by phone and 
message. 
20일까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부모님께 전화 및 문자로 개별 연락드립니다.

c. If payment does not occur before the first day of the new academic month notice will be 
by phone during that day.                                                                                                                     
새 학기 1일 이전까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날 전화로 통지합니다.

d. If payment does not occur before the first day of the new academic month classes will be 
suspended until payment is made for the current month’s full schedule of classes.                      
새 학기 개강일까지 미납 시 해당 월 전체 수업시간까지 수업이 중단됩니다.

4. After payment is confirmed, SKIE will email or Phone a 
receipt to the student’s parental email on file.                                                                  
결제가 확인되면, SKIE는 등록된 학생의 부모님의 이메일 혹은 
휴대폰으로 수납확인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Tuition�Payment�Structure�Policy�
수업료�지불�구조�정책



SKIE Application Package
Services & Prices Breakdown

Semester 1
ID Card + Messages 110,000 won (replacement for lost card 10,000)

Cardigan 62,000 won

Pants / Skirt 56,000 won

Y Shirt 45,000 won

Backpack 30,000 won

Tie 13,000 won

Total 316,000 won -> 300,000 won (5% discount)

Semester 2
ID Card + Messages 110,000 won (replacement for lost card 10,000)

Sweatshirt 30,000 won 

Sweat Pants 32,000 won

School Portrait 75,000 won

Yearbook 70,000 won

Total 317,000 won -> 300,000 won (5% discount)

1 Year Total 623,000 won -> 570,000 won (10% discount)

Additional
Polo 32,000 won

Shorts 24,000 won

T Shirt (if available) 20,000 won

**individual pieces that are unused can be refunded at any time during the year 
at their original purchase price (if purchased as a package the refund will be 5% 
or 10% of the individual list price depending of the package purchased)

(1st year, 2nd year SKIE 
     hoodie provided)



SKIE 입학패키지
서비스 및 금액 세부사항

Semester 1

ID 카드 + 메세지 110,000 won (카드 재발급 비용 10,000)

원복 가디건 62,000 won

원복 바지 / 치마바지 56,000 won

와이셔츠 45,000 won

가방 
(첫 년도, 2년차는 SKIE 후디 제공)

30,000 won

넥타이 13,000 won

총합 316,000 won -> 300,000 won (5% 할인)

Semester 2

ID 카드 + 메세지 110,000 won (카드 재발급 비용 10,000)

동복 체육복 상의 30,000 won 

동복 체육복 하의 32,000 won

인물 사진 75,000 won

학년 앨범 70,000 won

총합 317,000 won -> 300,000 won (5% 할인)

1년 총합 623,000 won -> 570,000 won (10% 할인)

Additional

하복 상의 32,000 won

하복 하의 24,000 won

이벤트용 티셔츠 (재고 있을경우) 20,000 won

**사용하지 않은 개별품은 연중 언제든지 기본구매 가격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로 구매한 경우 
환불은 구매한 패키지에 따라 개별 정가의 5% 또는 10%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