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 보딩 프로그램은 7학년에서 13학년 사이의 엡솜 국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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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엡솜은 9월부터 7월까지 1년에 3번의 학기로 이루어 집니다.

• 풀보딩 비용에는 인트라텀방학(half-term 및 exeat weekends) 동안 기숙사 이용 금액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 비자 신청 수수료는 국제 학생에게만적용 됩니다.(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는 2,000 링깃 이며,

  새로운 국제 학생 비자 신청 및 비자 갱신은 1,000 링깃 입니다.

• 학기당 3,000 링깃의 비용이 IEAL 또는EAL 프로그램에 부과됩니다(EAL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한함).

• 상황에 따라, 5학년과 6학년 학생이 보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교외 시험비용, 여행, 스포츠 코치 비용, 개인 음악 레슨, 교통 및 교복의 비용은 학비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 됩니다.

• 본22/23학년의 등록금 표는 2023년 1월1일부터 신규 등록 하는 학생에게 적용 됩니다.

• 전체 규정약관에 대해서는 학교 웹사이트를 참조 하십시오.

환불 가능 보증금

• 등록금 표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학생이 등록 시 학비와 함께 한 학기 상당의 환불 가능 보증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 학년에 따른 환불 가능 보증금에 차액이 생길 경우 추가 지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은 학교를 졸업 하거나 자퇴 한 학기 전 자퇴서를 제출하는 경우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자퇴 한 학기 전 자퇴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입학 신청비

• 신청 비용은 신청서 제출과 함께 지불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입학 시험 비용도 포함됩니다.

• 신청비는 현금, 신용카드, 은행 송금 또는 수표(Epsom College Malaysia Sdn Bhd)로 지불 가능합니다.

등록비

• 서명된 합격 통지서와 함께 등록비를 납부 하시면 신청자의 입학이 확정됩니다.

학비 & 기숙사비

• 학비 및 기숙사비는 해당 학기 시작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 학비 및 기숙사비에 포함된 것:

‣ 세 번의 (3) 식사;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세 번의 (3) 간식

‣ 교과서 (교재는 대여 형식이며, 파손 시 벌금이 청구 됩니다.)

‣ 주말 활동/견학

‣ 세탁 서비스

‣ 방과 후 활동

‣ 연습 공책

• 학비를 1년 단위로 납부 하실 경우 5%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 형제 자매 중 두 번째 입학자부터는 5% 세 번째 입학자에게는 10%의 할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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