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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중학교 해외현장체험학습 경비 납부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교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학년도 중학교 해외현장체험학습 경비 납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반
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행기간 : 2019. 8. 26.(월) ~ 2019. 8. 30.(금) (3박 5일)
2. 납부금액 : 인당 S$1355
3. 납부기간 : 2019. 7. 29.(월)까지
4. 유의사항 :
가 . ~ 2019.
나. 2019. 7.
다. 2019. 8.

수학여행 취소 시 취소 수수료 발생 (취소 일자에 따라 환불 불가 가능)
7. 18 이전 취소 시 : 취소 항공사 DEPOSIT $200/인 취소료
19.(금) ~ 2019. 7. 31. 취소 시 : 취소 수수료 50% 발생 (50% 환불)
1.(목) 이후 취소 시 : 취소 수수료 100% 발생 (환불 불가 )

5. 납부방법 : 아래 3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 (단, 현금 납부 불가)
납부방법

납부장소

① NETS

본교
사무국

② 수표

본교
사무국

③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

세부내용
계좌잔액 및 사용가능한

NETS

※ 학교방문납부 가능시간

:

인지 사전 확인

월~금)

(

08:30~16:30, (

토)

09:00~13:00

수표 앞면

PAY

수표 뒷면

학생학년, 학생영문성명(여권표기와 동일) 기재

: SKIS

※ 학교방문납부 가능시간

:

LTD

월~금)

(

08:30~16:30, (

토)

09:00~13:00

수취명

SKIS LTD

은행

OCBC

Account No.

591-060157-001

Swift Code

OCBCSGSG

Bank Code

7339

Branch Code

591

※ 계좌이체 납부 시에는 학생학년
※

, 학생영문성명을 기재하여 이체하여
주시고, 계좌이체 납부 후에는 학생학년, 학생영문성명,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자명을 account@skis.kr 으로 보내 주세요.

계좌이체 납부 영수증은 신청자에 한하여 본교 사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입금확인은 1~3일 경과 후 가능)

6. 여행일정 : 뒷면 참고
2019.

7.

16.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장

Singapore Korean International School

<중학교 해외현장체험학습 일정>
장소

호주 퍼스 3박 5일

1인 경비
이동수단
숙소

S$1355

(교통비, 보험 등 일체 비용 포함, 개인 여비 불포함)

- 싱가포르-호주 왕복항공기: SCOOT 항공
- 호주 내 이동 : 63인승 대형버스 1대
- RENDEZVOUS PERTH HOTEL CENTRAL
- [12:00] SCOOT TR008편으로 싱가폴 공항 출발

8.26.(월)
1일차
(싱가포르퍼스)

- 점심식사: 기내식
- [17:10] 퍼스 공항 도착 - 현지 가이드 미팅
- 저녁식사: 한국식당(아리랑)
- 호주 현지 마트
- 호텔 체크인 및 휴식
- [07:00] 아침식사: 호텔 조식
- 오전 활동 : 르트네스트로 이동 및 트레킹 활동

- 점심 식사: 현지식(Karma Rottnest 뷔페 식당)
8.27.(화)
- [13:50] 로트네스트 내 버스 투어(90분)
2일차
(퍼스,
- [16:30] 프리멘틀 행 페리 출발
로트네스트, - 프리멘틀 투어(round house 경유, 항구, 버스로 프리멘틀 감옥외관, Cappuccino
프리멘틀)
Strip 지나 모뉴멘트 힐에서 포토 타임, Cottesloe Beach)
- 저녁식사: 양식(ISCHIA 이탈리안)
- 호텔 투숙 및 휴식
- [06:30] 아침 식사: 호텔 조식
- 오전/오후 활동: 얀쳅공원(wild 캥거루, 코알라 등 구경), 남붕 국립공원(석회암 돌기
8.28.(수)
3일차
(피나클스,
란셀린)

둥 등과 함께 사막 자연경관 관광), 란셀린 사막(샌드보딩, 4WD체험), 무어리버 삼각
주 산책
- [13:00] 점심 식사: 현지식(Lobster shack)
- [18:30] 저녁 식사: 중국식(Hongkong BBQ)
- 호텔 투숙 및 휴식
- [08:00] 아침 식사: 호텔 조식
- 오전 활동: 체크아웃 후 퍼스 시내관광 9시출발 스완밸리로 이동. 마가렛 강, 초코렛 공장, 허
니 하우스, Maalinup Aboriginal Art Gallery

8.29.(목)
4일차
(퍼스)

- [12:00] 점심 식사: 중국식(딤섬)
- 오후 활동: 퍼스 시티투어, 킹스파크로 이동, 서호주 대학 탐방
- [17:00] 저녁 식사: 현지식(Hungry jack's burger)
- [18:00] 공항으로 도착 후 수속
- [21:20] SCOOT TR017편으로 퍼스 공항 출발

8.30.(금)
5일차
(퍼스
-싱가포르)

- [02:30] 싱가포르 공항 도착
- [04:00~04:30] 학교(Opp.Nexus) 도착 후 자율 귀가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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