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 - Kindergarten지원자를 위한 체크 리스트

입학 신청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지원서. 학교 홈페이지>Admissions>Applying to Chadwick 에서 11 월 1 일부터 온라인
지원서 작성 과 제출된 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온라인 지원서 계정을 만드신 후 3
페이지 분량의 지원서 작성 및 최근 사진을 업로드를 해 주세요.

2.

지원비. 지원비는 한화 350,000 원 또는 미화 300 달러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으며 입금 후에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

미화 입금 시: 신한은행 180-005-295309 (채드윅 송도 국제학교)-- Swift code: SHBKKRSE

-

한화 입금 시: 신한은행 140-008-960456 (채드윅 송도 국제학교)

송금자명으로 지원자 이름과 지원 학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 PK)
3.

필요서류 제출. 온라인 지원서 외의 제출 서류는 지연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제출기한 내에
빠른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 지원자와 부모님의 여권 첫 면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번역, 공증 필요 없음)
□ 외국 여권 소지자를 위한 양식 (외국여권소지자에 해당)

4. 서류 전형
5. 입학시험 / 그룹 활동
시험 일정은 온라인 지원서에 써주신 부모님 이메일 주소로 시험 예정일보다 약 일주일 앞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6. 합격자 발표 – 이메일 통보
7. 정식 등록
□ 수업료 납입 및 온라인 입학 동의서 제출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입학처
인천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97 번길 45 (우 406-840)
전화: 032-250-5030~2 팩스: 032-252-2011
songdo-admissions@chadwickschool.org
www.chadwickinternation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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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Passport Holder Form외국 여권 소지자를 위한 양식

*본 양식은 외국 여권 소지자에만 해당되는 양식입니다.*

지원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원자 이름)

지원 학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채드윅 국제학교에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자녀는 외국인 지원자 자격으로 받아들여졌으므로
합격 후 채드윅 국제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지속 적으로 그 신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재학 기간 동안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지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 자녀가 학교 재등록 시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자로 재조정됩니다. 재등록이 허가되어도 차후의
등록에서는 매년 정원 여부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고 등록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아래에 서명하여 주십시오.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입학처
인천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97 번길 45 (우 40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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