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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2 학년도 재무규칙 
 

주의 : 이 문서는 계약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앖습니다. 따라서 서울프랑스학교는 아래에 명시되어있는 재무규칙 

조항들을 수정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역본과 상이할 경우 불어로된 재무규칙이 우선합니다. 

 

1. 2021-2022 학년도 등록금 금액 

하기 1.1, 1.2, 1.4, 1.5, 1.6 및 1.8 항에 명시된 금액은 2021 년 9 월부터 2022 년 7 월까지의  한학년도 전체의 

등록금 금액입니다. 

 

1.1. 연간 학비 (1) 

 일반금액 할인금액 (2)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비 12 725 000 KRW   9 743 000 KRW 

   중  수업료)    8  490  000  KRW    8  490  000  KRW 

중학교 학비 17 495 000 KRW 13 394 000 KRW 

 중  수업료)  11  889  000  KRW  11  889  000  KRW 

고등학교 학비 19 157 000 KRW 14 666 000 KRW 

  중  수업료)  12  466  000  KRW  12  466  000  KRW 

N.B.. :  

(1) 학비는 수업료와 서울프랑스학교 학부모협회 의무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프랑스학교 학부모협회는 서울프랑스학교의 

학부모들이 결성한 비영리단체로서 학교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2) 할인금액은 프랑스 국적의 학생으로 프랑스대사관에서 관할하는 장학금혜택을 받는 학생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학비가 회사에서 전액 보조되지않는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회사»라는 용어는 직원 혹은 운영자 자녀들의 학비, 혹은 관련 회사의 

직원 혹은 운영자 자녀들의 학비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을 지칭합니다. «전액»이라는 용어는 학비보조혜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세금 부분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할인금액을 적용받기위해서는 학생들의 법적책임자가 학비혜택을 전액 

받지않고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1.2. 연간 추가 학비 : 영어집중교육과정(Parcours en anglais intensif ; PEAI) 및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섹션과정(Section Internationale Américaine ; SIA)에 등록한 학생들 

영어 집중교육과정 

(PEAI : 유치원 3 년차과정 (GS)) 

  1 632 000 KRW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섹션과정 American International Section    1 632 000 KRW 

(SIA : 초등학교 1 학년 (CP) 부터 초등학교 5 학년 (CM2) 과정 )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섹션과정 American International Section         1 938 000 KRW 

 (SIA ;  중학교 과정)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섹션과정 American International Section  

(SIA : 고등학교 과정) 

 2 183 000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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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입학등록 및 재등록  

최초등록시 입학금 3 500 000 KRW 

재등록비    150 000 KRW  

 
 

1.4. 의무 급식비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99 000 KRW 

중학교 1 635 000 KRW  

고등학교 : 9 월분 급식비    164 000 KRW 

 

 

1.5. 선택 급식비 

주 1 회급식 (고등학교학생 : 10 월부터 6 월까지)    308 000 KRW 

주 2 회급식 (고등학교학생 : 10 월부터 6 월까지)    594 000 KRW 

주 3 회급식 (고등학교학생 : 10 월부터 6 월까지)    917 000 KRW 

주 4 회급식 (고등학교학생 : 10 월부터 6 월까지) 1 210 000 KRW 

주 5 회급식 (고등학교학생 : 10 월부터 6 월까지) 1 471 000 KRW 

수요일 급식비 (유치원 및 초등학교)    316 000 KRW 

N.B. :수요일 급식(유치원 1 년차과정(PS)부터 초등학교 5 학년(CM2)까지)은 부모님이 맞벌이인 학생들 혹은 서초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 그리고 12 시에 시작하는 방과후 활동에 등록된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비용 

연간 통학버스 이용료 통학버스는 외부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외부업체로 부터 이용료가 청구됩니다. 

 

 

1.7. 바깔로레아 시험 경비 및 기타 시험비용 

바깔로레아 조기시험 (고등학교 2 학년)  

 서울프랑스학교 재학생 

 그 외의 등록학생  

 

450 000 KRW 

600 000 KRW 

바깔로레아 (고등학교 3 학년)  

 서울프랑스학교 재학생 

 그 외의 등록학생 

 

600 000 KRW 

1 000 000 KRW 

중학교 졸업시험 (Diplôme national du brevet- 중학교 4 학년)  

 서울프랑스학교 재학생 

 그 외의 등록학생 

 

  50 000 KRW 

200 000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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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아반(TOUTE PETITE SECTION) 학비 

유아반에만 적용되는 학비 6 182 000 KRW 

   중 수업료 5 172 000 KRW 

유아반(Toute Petite Section)의 학비는  수업에 참석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단일 학비로 적용됩니다. 유아반의 입학승인 및 수업참석시간, 

수업참여빈도(주당 수업일수 및 반일 수업일수)는 학급에 수용가능한 인원수에 따라 그리고 학생의 발달진도에 따라 

서울프랑스학교에서 전적으로 결정합니다. 이에 입학신청이 거절되거나 수업참석 시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이 학비는 기타비용 (급식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9. 불어 집중교육반 

불어를 전혀 못하는 학생들 혹은 학업능력 평가후 불어능력이 학교수업을 따라가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은 프랑스언어 

및 문화 집중교육 과정 (Dispositif d’ apprentissage intensif de la langue et culture françaises)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어집중교육반의 학비는 

학생이 들어가야할 일반학급의 학비와 동일합니다.  

 

 

1.10. 특별 지원기금 기부금 

등록금 납부와 더불어 기부를 희망하는 부모님들께서는 특별 지원기금에 기부금을 별도로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이 기부금은 교육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쓰여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학비 청구 

 

2.1. 학비 금액 

 

학비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일반 교육비용;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경우 : 9 월 학교 개학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학용품 (볼펜, 풀 

등과 같은 학용품의 경우 재구입은 학부모님들이 하셔야합니다.) ;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의 모든 학용품들은 학부모님들이 구입하셔야 합니다. ; 

 교과서 및 도서 대여 (사전류 및 참고도서 제외) : 교과서 및 도서의 대여를 위해 

보증금이 요청될수 있으며, 분실 혹은 파손된 책은 학부모님들께 청구됩니다. ; 

 학교 수업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당일 견학들이나 교육관련 프로젝트들 (몇몇 활동 

및/혹은 견학들의 경우 추가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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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 (CM2), 중학교 마지막 학년 (Troisième) 및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Terminale) 학생들의 캠브리지 시험준비 및 등록비는 학비에 포함됩니다.; 독일어 

인증시험(Goethe Zertifikat 시험만 해당), 스페인어 인증시험 (DELE 시험만 해당) 혹은 

한국어 인증시험 (TOPIK 만 해당) 의 준비 및 등록은 해당언어 교사의 건의와 학교장의 

승인에 따라 재학중 한번 학교에서 그 비용을 부담할수 있습니다. 

 학교생활보험: 학교에서 학생들 및 교사들을 위해 가입하는 국내보험(사고보장)으로   

서울프랑스학교에서 주관하는 학교 활동만을 보장합니다. ; 이 보험은 집과 학교사이의 

통학시에 발생한 사고나 학생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보험)는 

보장하지 않으며 이는 부모님들이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결강의 경우 어떠한 사유에서 발생된 결강이라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학비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점심 식대, 시험경비 및 통학버스 이용료 ;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용품;  

 체육복 (모든학생들에 해당) ; 

 견학 및 교육관련 프로젝트들 : 숙박이 요구되거나 학교 수업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견학이나 교육관련 프로젝트들의 경우 발생비용에 따른 참가비가 학부모님께 

청구됩니다.; 

 수학여행: 모든 수학여행의 경우 수학여행 규약서의 계산방식에 따라 발생비용에 따른 

참가비가 학부모님들께 청구됩니다. ;  

 방과후 활동 : 방과후 활동은 방과후 활동만의 재무규칙을 따르며 학비와는 별도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방과후 활동의 신청은 신청과 동시에 서울프랑스학교의 방과후 

활동 규칙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 

 몇몇 인증시험 혹은 입학자격시험 그리고 외부시험 준비비용. 대학교 입학을 위해 본 

학교에서 진행되는 외부시험의 운영경비는 해당 학생 부모님들께 청구될수 있습니다.  

 

2.2. 서울프랑스학교 입학등록 

 

최초등록시 학생당 1 회에 한해 청구되는 입학금은 서울프랑스 학교로 부터 입학 승인을  받은 

즉시 청구됩니다. 입학금은 청구서를 받은 날자로 부터 15 일 이내에 납입되어야 하며 최종 

입학 승인은 입학금 납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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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취소시 환불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취소시엔 반드시 아래의 메일주소로 공문을 보내야만 

합니다 : CFO (daf@lfseoul.org) 혹은 운영위원회 재무담당관 (tresorier.ape@lfseoul.org) 

 학교의 입학승인 후 1 개월 이내 (학생의 등교일이 1 개월 미만 남았을 경우 학생 

등교일 이전) 입학취소시 : 납입한 입학금의 70% 가 납입한 주체에게 환불됩니다 ; 

 학교의 입학승인 후 2 개월 이내 (학생의 등교일이 2 개월 미만 남았을 경우 학생 등교일 

이전) 입학취소시 : 납입한 입학금의 50% 가 납입한 주체에게 환불됩니다. 

 

명시된 날자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납입된 입학금은 학생이 학교를 나가는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서울프랑스학교에 재학했던 학생이 다시 학교로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입학신청에 필요한 

서류절차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2011-2012 학년도 이후에 입학금을 납입한 학생들의 경우 

입학금은 면제되나 재등록 확인을 위하여 2.3 항에 명시된 재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Parts de fondateurs)을 납부하였던 2011-2012 학년도 이전에 재학했던 학생들의 

경우 재입학시 입학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최초입학 신청 및 재입학 신청은 신청과 동시에 서울프랑스 학교의 재무규칙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2.3.  재등록 

 

학생의 재등록을 위해서는 재등록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재등록비는 청구서를 받은 날자로 

부터 15 일 이내에 납입되어야 하며 최종 재등록 승인은 재등록비 납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5 월 10 일까지 재등록비가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학생은 그 다음학년도 재학생 명단에서 

제외되며, 재등록시 새로운 입학신청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이 경우 학교의 상황에 따라 

대기자 명단에 올려질 수도 있습니다.  

 

재등록 취소시 환불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취소시엔 반드시 아래의 메일주소로 공문을 

보내야만 합니다 : CFO (daf@lfseoul.org) 혹은 운영위원회 재무담당관 (tresorier.ape@lfseoul.org) 

 

 6 월 9 일 이전 재등록 취소시 : 납입한 입학금의 70% 가 납입한 주체에게 환불됩니다 ; 

 6 월 30 일 이전 재등록 취소시: 납입한 입학금의 50% 가 납입한 주체에게 환불됩니다. 

mailto:daf@lfseoul.org
mailto:daf@lfseou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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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날자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수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재등록비의 납입 혹은 재등록 신청은 서울프랑스학교의 가장 최근 버전의 재무규칙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2.4. 기타 연간 학비 

 

영어 집중교육과정(PEAI) 혹은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섹션(SIA) 과정은 중도에 그만둘 경우에도 

환불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학교의 결정에 따라 그리고 학부모님이 이에 동의하여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2 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시작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금액이 환불될수 

있습니다.  

 

 

2.5. 의무 급식비 

 
의무급식비는 다음 급식에 해당합니다 :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및 금요일 급식 ; 

 중학교 학생들의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의 급식 ; 

 고등학교 학생들의 9 월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급식. 

 

2.6. 선택 급식비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은 부모님이 맞벌이인 경우 혹은 서초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12 시에 시작하는 방화후 활동에 등록된 학생에 한해 수요일 선택급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급식신청은 연단위 혹은 학기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10 월부터 그 다음해 6 월까지의 급식은 의무 급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급식 요일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선택된 급식일은 학년도 중간에 

변경할수 없습니다.  

 

2.7. 보증금 (Part de fondateur) 

 

보증금(Part de fondateur) 제도는 2010-2011 학년도 및 그 이전 학년도에 입학금을 납부하고 

현재 서울프랑스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보증금의 환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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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생이 학교를 나가는 시점에 학부모님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보증금을 납부한 

주체에게 환불됩니다. 만약 해당 학생이 학교를 나간 후 2 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보증금의 

환불요청이 없을시에는 해당 보증금은 서울프랑스학교의 준비금으로 자동 귀속됩니다.   

 

 

2.8. 바깔로레아 및 중학교 졸업시험(Diplôme national du brevet) 경비  

 

바깔로레아 시험경비는 해외 주재 프랑스학교 연합에 소속된 아시아 지역 프랑스 학교들이 

공동으로 서로 연계하여 부담합니다.   

 

바깔로레아 시험 경비 및 중학교 졸업시험(DNB) 경비는 시험의 운영비용, 시험전형료, 

시험감독비용, 시험답안 채점비용 및 구두시험을 행하는 시험관들의 운행경비와 숙박료등에 

사용됩니다  

 

 

2.9.  기일내 등록금 납입시 할인 

 

2021 년 8 월 31 일 이전에 연간 학비 전액을 납부할 경우, 연간 학비의 2% 가 할인됩니다.   

 

이 할인은 «연간 학비»에만 적용되며 추가 학비 비용 (영어 집중교육과정(Parcours en anglais 

intensif) 및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섹션(SIA) 과정) 그리고 기타비용 (급식, 입학금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결제 방식 

 

3.1. 결제 원칙 

 

학비 납입의 책임은 학부모님들에게 있으며 청구된 금액은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전액 

납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학생은 교실에 입실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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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청구 및 납입 방법 

 

모든 학비는 원화(KRW)로 청구되며 계좌이체를 통한 원화(KRW)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 결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의: 등록금 납입과 관련된 은행수수료는 전적으로 학부모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 송금 요청시 학교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이 모든 은행수수료를 공제한 후에 등록금 전액이 

입금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에 필요한 계좌정보 : 

은행 : 스탠다드차타드 (Standard Chartered) 은행 

계좌번호 : 385-20-099435 

예금주 : 서울프랑스학교 학부모협회 

SWIFT 코드 : SCBLKRSE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래로 23 

전화번호 : 822-536-8368 

 

학교 행정직 사무실은 여름 방학 시작 후 일정기간, 그리고 다음학기 개학 전 일정기간 학교 

사이트에 게시된 날자에 행정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3. 분기별 납입 

 

학기 시작전에 학비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부모님의 경우 분기별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후 10 일 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요청의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학비, 

기타 선택비용 및 식대를 다음과 같이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 학기 학비납입, 2021 년 9 월 1 일까지 ;  

 2 학기 학비납입, 2022 년 1 월 1 일까지 ;  

 3  학기 학비납입, 2022 년 4 월 1 일까지.  

 

첫번째 학기는 9 월부터 12 월까지 4 개월에 해당하며, 그다음 학기들은 3 개월 (1 월부터 3 월, 

그리고 4 월부터 6 월)에 해당합니다. 분기별 학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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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분기별 학비 

 일반금액 할인금액 

 1 학기 2 & 3 학기  1 학기 2 & 3 학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 수업료 

5 090 000 KRW 

3  396 000  KRW  

3 817 500 KRW 

2  547 000  KRW 

3 897 200 KRW 

3 396 000  KRW 

2 922 900 KRW  

2 547 000  KRW 

중학교 

중 수업료 

6 998 000 KRW 

4 755 600  KRW  

5 248 500 KRW 

3 566 700  KRW 

5 357 600 KRW 

4  755 600  KRW 

4 018 200 KRW  

3 566 700  KRW 

고등학교 

중 수업료 

7 662 800 KRW 

4  986 400  KRW  

5 747 100 KRW 

3 739 800  KRW 

5 866 400 KRW 

4 986 400  KRW 

4 399 800 KRW  

3 739 800  KRW 

 

분기별 납부의 경우에라도 입학금은 학교의 입학승인이 난 시점에 납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3.2.  분기별 선택학비 및 기타 학비  

 

         1 학기 2 & 3 학기  

영어 집중교육과정 Parcours en anglais intensif       652 800 KRW  489 600 KRW  

아메리칸 인터내셔널섹션(SIA) 초등학교 과정        652 800 KRW  489 600 KRW  

아메리칸 인터내셔널섹션(SIA) 중학교 과정       775 200 KRW  581 400 KRW  

아메리칸 인터내셔널섹션(SIA) 고등 1 학년 과정        873 200 KRW  654 900 KRW  

초등학교 급식비       519 600 KRW 389 700 KRW 

중학교 급식비       654 000 KRW  490 500 KRW  

초등학교 수요일 급식비       126 400 KRW    94 800 KRW 

고등학교 9 월 급식비       165 000 KRW          - 

주 1 회 급식비       102 666 KRW 102 667 KRW 

주 2 회 급식비       198 000 KRW 198 000 KRW 

주 3 회 급식비       305 666 KRW 305 667 KRW 

주 4 회 급식비       403 334 KRW 403 333 KRW 

주 5 회 급식비       490 334 KRW 490 333 KRW 

 

분기별 납입시에도 다음의 금액은 반드시 지정된 날자에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 

 입학금 : 학교 입학등록 승인 후 ; 

 재등록비: 2021 년 5 월 10 일 이전 ; 

 필수 시험경비: 9 월학기 시작전. 

 

분기별 납입 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그 다음해의 분기별 납입 신청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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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정부에서 주는 장학금 수혜학생들 혹은 장학금 결정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경우 3.7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 학비 납입 연체 

 

만약 학생의 예정 등교일에서 45 일이 경과한 후에도 학비 전액이 납입되지 않고 분기별 

납입요청도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혹은 지정된 분기별 납입일에서 45 일 경과후에도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46 일째부터 1 일당 2 만원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학비 미납의 경우 학생은 학교에서 제적될 수 있으며 학비납입을 위한 원만한 해결 절차 

이후에도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금에 대한 법적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6 월말까지 학비가 미납된 경우에는 다음학년도 재학이 불가능합니다.   

 

 

3.5. 학기중에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학생(들)이 학기중에 학교를 그만 두어야하는 혹은 대면수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야하는  

불가항력의 경우, 서울프랑스학교는 위에 언급된 어떤 학비도 환불하지 않으며, 학비를 

완납하지 않은 학부모님들은 미지급된 학비를 반드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불가항력이란 특히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와 같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예측할수 없는 사건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방침은 학교의 재정적 안정을 위하여 그리고 불가항력 상황이 종료되었을때 학교의 

운영을 재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입니다.  

 

불가항력을 제외하고 학생이 학기중에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학비(1.1, 1.2 및 1.8 항에 명시된 

학비)의 환불은 2 개월 단위로 계산되며 시작되지 않은 2 개월 단위기간의 학비가 환불됩니다. 

이경우 납기일 이전에 할인받았던 2%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학년도를 구성하는 

2 개월 단위는 다음과 같이 5 개 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 9 월초에서 10 월말까지, 11 월초에서 

12월 말까지, 1월초에서 2월말까지, 3월초에서 4월말까지, 5월초에서 6월말 혹은 7월초까지.    

급식비 및 기타비용(1.4, 1.5 및 1.6 항에 명시된 비용)의 환불은 월별로 계산되며 한달전에 

미리 고지를 준 경우에 한해서 이용되지않은 달을 기준으로 환불됩니다. 모든 경우의 환불은 

납입한 주체에게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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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학기중에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3.5 항에 규정된 2 개월 단위기간 중간에 학생이 입학하는 경우, 이미 시작된 2 개월 단위기간 

및 그다음 단위기간의 학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할인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입학은 

청구된 금액을 납입한 후에 가능합니다.  분할납무 요청의 경우 3.3 항에 설명된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어 납부금액이 청구됩니다.  

급식비 및 기타비용(1.4, 1.5 및 1.6 항에 명시된 비용)은 이용하기 시작한 달부터 청구됩니다. 

  

 

3.7. 장학금 

 

프랑스 국적의 학생들은 프랑스에서 시행중인 규정에 따라 장학금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주한프랑스대사관 영사관에 요청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님들은 장학금이 지원해주지 않는 나머지 부분의 

학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장학금 결정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학생의 경우, 신학기 시작 

시점부터 장학금이 결정되는 시점까지 학비(입학금을 포함한 학비)의 10%를 매달 납입하여야 

합니다. 장학금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연간 학비 금액중 미납된 나머지 학비를 모두 

납입하여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