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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w to create a user ID and access the System (CHQ) 

1. Please fill out your child’s date of birth and click ‘Next’  

달력에 자녀의 생년월일을 클릭하고 ‘Next’를 클릭하십시오. (자녀가 한명이상일 경우 각각 계정을 생성해야합니다.) 

 

 

 

 

생년월일 입력     



2. Fill in the blanks.  

아래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성                

이름               

남            
여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3. After you fill out the form, you will get e-mail from CHQ that you have successfully registered. 

정보를 다 입력하면 입력한 이메일로 아래와같이 등록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을 것입니다. 

 

4. You will now be able to login CHQ with the given ID and password. 

할당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CHQ에 로그인 하실 수있습니다. 

 

 

 

 

 



2. Registering for CICP Programs 

1. Click your child’s name on the website. (If you have more than one child, you can choose and click)  

자녀의 이름을 클릭하십시오. (자녀가 2명이상일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If you click your child’s name, you will see ‘view/manage/submit activity choices’ and click it.  

자녀의 이름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view/manage/submit activity choices’ 보이고 그것을 클릭합니다. 

 

 

3. Click  to check the program description.  

프로그램 타이틀 옆 를 클릭하여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Check the programs and input number 1 in the ‘Requested’ box to register the program that you want. (You will not able to register the program 

during the viewing period) After you input 1 the programs you want, click ‘SAVE’.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요일벌로 원하는 프로그램옆 ‘Requested’ 칸에 아래와 같이 1을 입력하여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ewing 기간에는 프

로그램등록을 하실수 없습니다).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선택하여 1을 입력한 후에 ‘SAVE’를 클릭합니다. 

 

If you want to delete the program, please input 0 in the ‘Requested’ box and click ‘SAVE’.  

등록한 브로그램을 삭제하려면 숫자 0을 입력한 후에 ‘SAVE’를 클릭합니다. 

 

 



5. At last please click ‘submit’ to submit registered program.   

마지막으로 ‘submit’ 을 클릭하여 프로그램 등록을 마칩니다.  

 

 

After you submit, you will see what you have registered to.  

등록 후 홈 화면에서, 지원한 프로그램을 확인할수있습니다.  

 

 

 

 

 

 



3. How to make the payment 

1. Please check the total amount of the program 

프로그램이 등록 후 합산금액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Please transfer to below account. (must put Student’s name) 

Shinhan bank 

Account number: 5620 660000 1194 

Account holder name : Chadwick International School (채드윅국제학교) 

수업료를 아래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학생이름으로 입금) 

신한은행 

계좌번호: 5620 660000 1194 

예금주: Chadwick International School (채드윅국제학교) 

 

If you accidently put your name for transfer, please e-mail to songdo-cicp@chadwickschool.org to confirm your payment. 

잘못하여 학부모님 이름으로 입급한 경우 songdo-cicp@chadwickschool.org 로 이메일 하여 입금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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