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PLICATION FEE for new students (non-refundable) ¥2000 

A non-refundable ENROLLMENT DEPOSIT is part of the Total Tuition and is required to reserve a space for 
the 2022 - 2023 school year. For returning students the deposit is due on or before June 9, 2022. For students 
admitted after this date, the deposit is due upon receipt of invoice. 

 

DISCOUNT for returning students if Enrollment Deposit is paid before May 20, 2022 (not applicable to Jr. 
Kindergarten half-days) 

¥15,000 
discount 

GRADE LEVEL 
ENROLLMENT 

DEPOSIT 
(Tuition, non-

refundable) 

REMAINING 
TUITION  

TOTAL 
TUITION 

Foundation Class (FC half-days or 3 full-days)  
Jr. Kindergarten (JK half-days) ¥20,000 ¥48,450 

 
¥68,450 

Foundation Class (FC full-days)  
Jr. Kindergarten (JK full-days) ¥50,000 ¥96,900 

 
¥146,900 

Kindergarten ¥50,000 ¥109,000  ¥159,000 

Elementary Grades 1-6 ¥50,000 ¥206,500  ¥256,500 

Middle School Grades 7-8 ¥50,000 ¥217,900  ¥267,900 

High School Grades 9-12 ¥50,000 ¥222,800  ¥272,800 

ACADEMIC SPECIAL NEEDS SERVICES FEE (if required)  amount corresponds to level of service 

ENGLISH LANGUAGE SERVICES FEE (if required)  Service A ¥10,000 / Service B ¥20,000 

BUS FEE (if required): Local routes  ¥9,200 

DAILY SET LUNCH FEE (ECC / Gr. 1-6 / Gr. 7-12 & adult)   ¥18 / ¥23 / ¥25 

TIS provides an iPad for all Gr. 3 and new Gr. 4-6 students. Grade 7-12 students must have their own MacBook. 

TUITION PAYMENT PLANS 

OPTION 1 
1 payment 
Due Aug 31 

 

OPTION 2 
2 x semester payments 

Due Aug 31& Jan 15 

OPTION 3 
4 x quarterly payments 

Due Aug 31, Nov 1, Jan 15 & 
Apr 1 

OPTION 4 
8 x monthly payments 

Due by the 15th of the following 
months; Aug - Nov, Jan - Apr 

FC half-days/3 full-
days; JK half-days ¥48,450 FC half-days/3 full-

days; JK half-days ¥25,436 
FC half-days/3 
full-days; JK half-
days 

¥12,840   

FC/JK full-days ¥96,900 FC/JK full-days ¥50,875 FC/JK full-days ¥25,680   

Kindergarten ¥109,000 Kindergarten ¥57,225 Kindergarten ¥28,885   

Grades 1-6 ¥206,500 Grades 1-6 ¥108,415 Grades 1-6 ¥54,720 Grades 1-6 ¥27,880 

Grades 7-8 ¥217,900 Grades 7-8 ¥114,400 Grades 7-8 ¥57,745 Grades 7-8 ¥29,420 

Grades 9-12 ¥222,800 Grades 9-12 ¥116,970 Grades 9-12 ¥59,042 Grades 9-12 ¥30,078 

FINANCIAL INFORMATION 2022 - 2023 



BANKING INFORMATION 
1. Parents are responsible to see that a) payment is properly made, and b) the school is properly notified of payment. 
2. Payment of the Enrollment Deposit is due upon receipt of the school invoice and before the first day of attendance. 
3. Enrollment is not considered complete, nor will a seat be reserved for a student, until the Enrollment Deposit has been 
 received. 
4. Tuition is refundable according to the TIS policy stated below.  
5. All tuition and fees are payable in RMB cash, RMB check (Payable to 天津思锐外籍⼈员⼦⼥学校). 
6. Payment made by telegraphic transfer (TT) should be sent to the address below.  All transfer fees must be charged to 

your account, not taken out of school tuition. In addition, a bank transfer receipt must be presented to the school office 
within five days of the transfer. 

RMB TT information 

户名 天津思锐外籍⼈员⼦⼥学校 

账号 0302060909300152247 

银⾏ ⼯商银⾏天津双⽔道⽀⾏ 

（⼤额⽀付号 1021 1000 0412） 

Please note the following instructions: 
1. Please instruct your bank to charge transfer fees to your account 
2. The TT description line must include one of the following: 

a. Student’s full passport name and student’s grade level 
b. Invoice number, if provided. 

 
FINANCIAL POLICIES 

1. In case of an early withdrawal with unpaid tuition or fees still outstanding, no school records will be released or 
transferred, nor will academic credit be granted, until that account is paid in full. 

2. All tuition and fees are based on the RMB amount. The RMB fees will not change.  

3. The Enrollment Deposit is payable annually upon enrollment and is non-refundable. 

4. Any Academic Special Needs Services Fees, if required, are payable annually upon enrollment and are non-
refundable.   

5. Any English Language Services Fees, if required, are payable annually upon enrollment. Second semester fees are 
refundable at the end of the first semester should the student withdraw from TIS, change from Service B to A, or 
be determined to no longer require Services. Students who withdraw from TIS or whose level of service change 
during the second semester are ineligible for refunds.   

6. Tuition is charged and refunded according to full quarters, less the non-refundable Enrollment Deposit. Once a 
student has started a quarter, regardless of the number of days attended, full tuition for that quarter must be 
paid. Tuition is refunded only for full quarters not attended, and less�the�non-refundable�Enrollment�Deposit. 

7. The bus fee, if required, is refunded according to full quarters. The bus fee should be paid according to the invoice, 
before a student may ride the bus. 

8. No portion of tuition shall be refunded for a student dismissed by expulsion or for disciplinary reasons. 

9. Tuition and fees are non-transferable to another student. 

10. School-provided iPads are to be returned by students who withdraw during the first year-and-a-half of receiving 
an iPad, or they can be purchased at 75% cost when withdrawing after the first semester, 50% after the second 
semester, or 25% after the third semester. Students who do not pay the Enrollment Deposit by the May deadline 
in the first year of being given an iPad must turn in the iPad for the summer or purchase it according to the 
schedule above. Students must plan to use their iPads for at least three years. Students in grades 7-12 must have 
their own MacBook. 

11. Payments should be made on time or a late fee of 5% will apply for accounts 10 days overdue. Payments more 
than 20 days past due may lead to students being excluded from class until payment is made 

12. For familie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attending the school. A 20% discount on remaining tuition for the third 
and subsequent children in one family will be applied. 

  



 
新⽣申请费（恕不返还）� ¥2000 

学费预缴⾦是学费总额的⼀部分，不可退还。按时缴纳学费预缴⾦才能为该学⽣保留 2022-2023 学年的⼊学
席位。返校⽣须于 2022 年 6⽉ 9⽇之内缴纳学费预缴⾦。在该⽇期之后录取的新⽣则须在收到交费通知时缴
纳。 

 

返校⽣如在2022年5⽉20⽇之前⽀付学费预缴⾦则可享受学费预缴⾦优惠�
(对幼⼉园中班半⽇⽣不适⽤） 减免¥15,000  

年级�
学费预

缴⾦�
恕不返还�

剩余应缴学费���
�

学费总额�

幼⼉园⼩班：五个半⽇或三个全⽇�

幼⼉园中班：五个半⽇�
¥20,000 ¥48,450 

 
¥68,450 

幼⼉园⼩班全⽇或中班全⽇� ¥50,000 ¥96,900  ¥146,900 

幼⼉园⼤班� ¥50,000 ¥109,000  ¥159,000 

⼩学 1-6 年级� ¥50,000 ¥206,500  ¥256,500 

中学 7-8 年级� ¥50,000 ¥217,900  ¥267,900 

⾼中 9-12 年级� ¥50,000 ¥222,800  ¥272,800 

特殊教育服务费⽤（如有需要）� � 按照所需的服务程度收费�

语⾔中⼼辅导费（如有需要）� � 服务 A�¥10,000�/�服务 B�¥20,000�

校⻋费（如有需要）：市内线路� � ¥9,200 

每⽇午饭套餐费（幼⼉园/�1-6 年级�/�7-12 年级和成⼈）� � � ¥18 / ¥23 / ¥25 

TIS 为所有 3 年级学⽣及 4-6 年级新⽣提供 iPad。7-12 年级学⽣必须购买⾃⼰的MacBook 电脑。�

学费缴纳⽅案 

⽅案�1�
1�次性付款�

8 ⽉ 31 ⽇前⽀付�
�

⽅案�2�
按学期分2�次付款�

8 ⽉ 31 ⽇前和 1⽉ 15 ⽇前⽀付�

⽅案�3�
按学段分4�次付款�

8⽉31⽇前,�11⽉1⽇前,��
1 ⽉ 15 ⽇前和 4⽉ 1 ⽇前⽀付�

⽅案�4�
8次的⽉付款�

8 ⽉-11 ⽉，每⽉ 15 ⽇前，�
1 ⽉-4 ⽉，每⽉ 15 ⽇前⽀付�

⼩班 5个半⽇

∕3个全⽇;�中

班 5 个半⽇�

¥48,450 

⼩班 3/5 个半⽇

∕3个全⽇;�中班

3/5 个半⽇�

¥25,436 
⼩班 3/5 个半⽇∕3个

全⽇;�中班 3/5 个半⽇�
¥12,840 �  

幼⼉园⼩班∕

中班全⽇�
¥96,900 

幼⼉园⼩班∕中

班全⽇�
¥50,875 幼⼉园⼩班∕中班全⽇� ¥25,680 �  

幼⼉园⼤班� ¥109,000 幼⼉园⼤班� ¥57,225 幼⼉园⼤班� ¥28,885 �  

1-6 年级� ¥206,500 1-6 年级� ¥108,415 1-6 年级� ¥54,720 1-6 年级� ¥27,880 

7-8 年级� ¥217,900 7-8 年级� ¥114,400 7-8 年级� ¥57,745 7-8 年级� ¥29,420 

9-12 年级� ¥222,800 9-12 年级� ¥116,970 9-12 年级� ¥59,042 9-12 年级� ¥30,078 

学费信息 2022 -2023 



银⾏信息�
1. 家⻓有责任：a)确认费⽤已按时按数交付；b)及时通知学校财务部交费情况。�

2. 学费预缴⾦必须在收到学校交费通知时交付，同时不可晚于⼊学第⼀天。�

3. 学⽣只有在缴清学费预缴⾦后，⽅可预留席位或接收为正式学⽣。�

4. 学费可根据以下规则返还。�

5. 所有费⽤可通过下列⽅式⽀付：⼈⺠币现⾦，⼈⺠币⽀票（⽀票抬头为天津思锐外籍⼈员⼦⼥学校）。�

6. 如果选择电汇(TT)，请您汇到以下地址并⽀付相应⼿续费。⼿续费不能从学费中扣除。另外，在完成汇款⼿续后 5天内请向学校

出⽰银⾏汇款收据。�

RMB TT information 

⼾名� 天津思锐外籍⼈员⼦⼥学校�

账号� 0302060909300152247�

银⾏� ⼯商银⾏天津双⽔道⽀⾏�

（⼤额⽀付号 1021�1000�0412）�

请注意下列事项:�
1. 请告知您所在的银⾏，汇款⼿续费由您的账⼾⽀付�
2. 电汇单上必须包含以下内容：�

a. 学⽣全名（务必与护照⼀致）和所在年级�
b. 缴费通知号码（如有）。�

学费规则�

1. 针对中途退学但没有交清学费或其它费⽤的学⽣，请务必交清所⽋费⽤；否则学校将不办理成绩单或转学分。��

2. 所有学费和其它费⽤都以⼈⺠币来核算，⼈⺠币⾦额不会发⽣变化�。�

3. 学费预缴⾦每年注册时交付⼀次，且恕不退还。�

4. 任何学术特殊需要服务费⽤（如有需要）需在注册时按年缴纳并恕不退还。�

5. 任何英语语⾔服务费⽤（如有需要）需在注册时按年缴纳。如果学⽣在第⼀学期结束时离校，或者经测试从B服务转到A服

务，或确定不再需要语⾔服务时，学校将返还第⼆学期费⽤。若学⽣在第⼆学期离校，或语音服务发生变化时，费⽤恕不返

还。�

6. 学费使⽤和返还是按学段来计算的，不包含不予返还的学费预缴⾦。若学⽣⼀旦开始新学段，⽆论上课天数多少，都需⽀付

该学段全部费⽤。只有在整学段未开始前离校的情况下才可返还该学段的学费，不包含不予返还的学费预缴⾦。�

7. 若要求乘坐校⻋，费⽤返还按学段计算。校⻋费用按缴费通知缴纳后，学⽣⽅可乘坐校⻋。�����

8. 如果学⽣被学校开除或因违反纪律离校，学校不退还任何费⽤。�

9. 学费和其它费⽤不可转让给另⼀个学⽣。�

10. 学⽣如在⼊学后1.5年内离校，则须将学校提供的iPad交还学校。离校学⽣如有意购买学校提供的iPad：在第⼀学期后离校

的，可按照原价75%的价格购买；在第⼆学期后离校的，可按原价50%的价格购买；在第三学期后离校的，可按原价25%

的价格购买。�第⼀年领到iPad的学⽣若没有在5⽉截⽌⽇期前缴纳学费预缴⾦，则须在暑假前将iPad交还学校，或可按照

上述价⽬表购买。学⽣使⽤iPad的时间⾄少为3年。7-12年级的学⽣须⾃⾏购买MacBook电脑。 

11. 学费应按时缴纳，逾期10天之内将收取5%滞纳⾦。逾期付款超过20天的学⽣将不能上课，直到付清学费。�

12. 对于有三个或以上⼦⼥就读本校的家庭，其第三个及之后的孩⼦的剩余应缴学费将可享受20%的折扣优惠。 

  



 
신입생 입학 전형료(환불 불가) ¥2000 

환불되지 않는 등록 예치금(ENROLLMENT DEPOSIT) 은 교육비의 일부이며 2022-2023 학사년도 자리 확보를 위한 비용임. 
기존 재학생은 2022.6.9 이전 납부, 이 기한 이후 납부하는 재학생 또는 신입생은 교육비 청구서 상의 명시에 따라 납부. 

 

재등록 기간인 2022.5.20 이전 납부시 등록 예치금 할인 적용 (JK 오전반 제외) 
¥15,000 할

인 

학년 구분 
등록 

예치금(교육비) / 
환불 불가 

교육비 
 

교육비 총액 

FC(만 3세) 주 5일 오전반/주 3일 종일반 
JK(만 4 세) 주 5 일 오전반 ¥20,000 ¥48,450 

 
¥68,450 

FC(만 3 세) 또는 JK(만 4 세) 종일반 ¥50,000 ¥96,900  ¥146,900 

K(만 5 세)반 ¥50,000 ¥109,000  ¥159,000 

초등학교 (1-6 학년) ¥50,000 ¥206,500  ¥256,500 

중학교 (7-8 학년) ¥50,000 ¥217,900  ¥267,900 

고등학교 (9-12 학년) ¥50,000 ¥222,800  ¥272,800 

특수교육 지원비 (필요시)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결정 

ELS 비 (필요시)  Service A ¥10,000 / Service B ¥20,000 

버스비 (필요시) : 천진 전지역  ¥9,200 

점심비 (유치원 / 1-6 학년 / 7-12학년과 성인)   ¥18 / ¥23 / ¥25 

아이패드 : 3학년 전원과 4-6학년 신입생들은 학교에서 제공  맥북 : 7-12학년 학생들 개별구입 

학비 납부 방식 

1. 일괄 납부 
연 1회 

납부기한 : 8월 31일 
 

2. 학기별 납부 
연 2회 

납부기한 : 8 월 31 일, 1 월 15 일 

3. 분기별 납부 
연 4회 

납부기한 : 8월 31일, 11월 1일,1월 
15일, 4월 1일 

4. 월별 납부 
연 8회 

납부기한 : 8월 
15일부터11월15일, 1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FC 주 5 일 
오전반, 주 3 일 
종일반; JK 주 
5 일 오전반 

¥48,450 

FC 주 5일 
오전반, 주 3일 
종일반; JK 주 
5일 오전반 

¥25,436 
FC 주 5 일 오전반, 주 
3 일 종일반; JK 주 
5 일 오전반 

¥12,840   

FC/JK 주 5 일 
종일반 ¥96,900 

FC/JK 주 5 일 
종일반 ¥50,875 

FC/JK 주 5 일 
종일반 ¥25,680   

K(만 5 세)반 ¥109,000 K(만 5 세)반 ¥57,225 K(만 5 세)반 ¥28,885   

초등(1-6 학년) ¥206,500 초등(1-6 학년) ¥108,415 초등(1-6 학년) ¥54,720 초등(1-6 학년) ¥27,880 

중등(7-8 학년) ¥217,900 중등(7-8 학년) ¥114,400 중등(7-8 학년) ¥57,745 중등(7-8 학년) ¥29,420 

고등(9-12 
학년) ¥222,800 

고등(9-12 
학년) ¥116,970 고등(9-12 학년) ¥57,876 고등(9-12 학년) ¥30,078 

학비 안내 2022 -2023 



교육비와 제반 비용 규정 안내 
1. 학부모님들은 a) 교육비가 정당하게 책정되었고, b) 학교가 교육비를 정확하게 통지하였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등록 예치금은 교육비 청구서 상의 기한까지 또는 입학일 이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3. 등록 예치금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본교 신입생으로 입학이 되지 않거나 자리를 보장 받지 못합니다. 
4. 교육비는 아래의 TIS 규정에 따라 환불 가능합니다. 
5. 모든 교육비와 제반 비용은 인민폐 현금, 인민폐 수표(天津思锐外籍⼈员⼦⼥学校 앞으로 발행)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전신환(TT)으로 납부하실 경우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수료는 학비에서 차감 지불되지 않도록 송금자 계좌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은행 송금인 경우, 반드시 송금 영수증을 5일 이내에 학교 재무팀에 제출하셔서 송금 완료 확인을 받기바랍니다. 

RMB TT information 

户名 天津思锐外籍⼈员⼦⼥学校 

账号 0302060909300152247 

银⾏ ⼯商银⾏天津双⽔道⽀⾏ 

（⼤额⽀付号 1021 1000 0412） 

아래 사항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송금 수수료는 송금 계좌에서 지불되도록 은행에 말씀하십시오. 
2. TT 상세 명시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합니다 : 

a. 학생의 여권상 영문 이름과 학년  
b. 또는 학교에서 발행한 학비고지서 번호  

 
재무 규정 

1. 교육비나 제반 비용이 미납된 상태에서 전학을 가고자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성적표를 발급 받을 수 없으며,    이수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2. 모든 교육비와 제반 비용은 인민폐 기준입니다. 인민폐 기준의 교육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3. 등록 예치금은 재등록하는 해마다 납부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4.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추가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특수 교육 지원비는 연간 기준으로 책정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5. 영어 학습 지원비는 등록시 연간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1학기 이후 전학을 가거나 2학기 ELS 프로그램이 B에서 A 또는 본반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 1학기말에 2학기 비용이 환불됩니다. 2학기 중에 전학을 가거나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6. 교육비 환불 규정상 출석하지 않은 분기(등록 예치금 제외) 에 한해서만 환불됩니다. 분기를 시작한 경우 출석 일수와 관계 없이 그 분기의 
수업료를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교육비(등록 예치금 제외)는 출석하지 않은 분기에 한해서만 환불됩니다 

7. 버스이용시 고지서의 내용대로  버스비를 선지불한 후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하지 않은 분기는 환불됩니다. 

8. 퇴학이나 징계로 인해 학교를 그만 두는 경우, 교육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9. 교육비와 제반 비용은 타학생에게 이양할 수 없습니다. 

10. 학교에서 아이패드를 지급받은 1년 반 이내에 전학을 가는 학생은 아이패드를 반납하거나, 기기 구입을 원하면 한 학기를 마치고   전학을 
가는 경우에는 기기값의 75%를, 두 학기를 마친 경우에는 기기값의 50%를, 세 학기를 마친 경우에는 기기값의 25%를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받은 첫 해의 5월 재등록 기한내에 재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아이패드를 학교에 반납하거나 상기 
규정의 금액에 따라 기기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이패드는 3년간 사용되도록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7-12학년 학생들은 개별 맥북을 
구비해야 합니다. 

11. 학비는 정시에 지불하여야 하며 10일 이상 지연 시 5%의 연체료가 적용됩니다. 지불 기한이 20일 이상 넘을 때까지 학비를 지불하지 
않을 시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학생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2. 한 가정에 본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해당 가정의 세 번째 자녀부터 그 이후의 자녀에 대해서는 남은 학비의 20%를 할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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