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Fee Sheet                                                                                                                                                                                                                                           Updated April 2022 

 
 

 

 

국제 프로그램 2023~2024년 학비 
4585 Harvest Drive Delta BC V4K 5B4 

전화: 604-952-5366 • 팩스: 604-952-5383 

                  www.GoDelta.ca 
 

(표시된 모든 가격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연간 학비 

지원료(지원 시 납부, 환불되지 않습니다) $200 

프로그램 학비(의료 보험 포함) 10개월 $15,900 

홈스테이 모니터링비(연간) – 환불되지 않습니다 $500 

홈스테이 비용 호스트 가족에게 직접 전달되는 금액  $1100 (연간 $11,000) 

후견인 비용(델타 학군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200 

공항 마중 및 전송 비용 홈스테이 학생은 무료 

오리엔테이션 비용 (9월 입학 학생에게만 적용) $250 

연간 총액 $28,050 

한 학기 학비 

지원료(지원 시 납부, 환불되지 않습니다) $200 

프로그램 학비(의료 보험 포함) 5개월 $7,950 

홈스테이 모니터링비(연간 비용) – 환불되지 않습니다 $500 

홈스테이 비용 호스트 가족에게 직접 지급 $1100 (학기당 $5,500) 

후견인 비용(델타 학군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200 

공항 마중 및 전송 비용 홈스테이 학생은 무료 

오리엔테이션 비용 (9월 입학 학생에게만 적용) $250 

한 학기 총액 $14,600 
 

    모든 비용은 매해 재검토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름 코스를 등록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비용은 https://www.GoDelta.ca/content/fees를 보시기 바랍니다.  

     

    결제 방법:  은행 송금(Bank Transfer) 

 Delta School District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Bank # 003 

 Transit # 02800 

 Account # 000-003-4 

 Swift Code:  ROYCCAT2 

 Royal Bank of Canada 

 5205 - 48 Avenue 

 Delta, BC V4K 1W4   *송금 시 학생의 이름을 반드시 표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                  수표(Cheque)나 은행환(Bank Draft) 

     자성 문자 인식 암호화(micro-encoded) 수표 또는 은행환 수취인: 

http://www.godelta.ca/
http://www.godelta.ca/
https://www.godelta.ca/content/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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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ta School District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수표는 반드시 지급 보증(certified) 수표이어야 하며 교육청 사무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환불 정책 
모든 환불 요청은 델타 학군의 국제 학생 프로그램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캐나다 이민국이 학생 허가증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학비 전액 환불(지원료 $200 제외). 

학생은 반드시 캐나다 총영사관/캐나다 대사관이 발급한 거부 서신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서신이 없으면 어떤 이유로든 환불해드리지 않습니다. 

• 학생이 프로그램 시작 전에 취소하면 프로그램 학비의 2/3(66%)가 환불됩니다. 

• 학생이 어떤 이유로든 프로그램의 첫 달 말일 전에 취소하면 프로그램 학비의 절반(50%)이 환불됩니다. 

• 학생이 1개월간 출석한 후에는 (어떤 이유로든) 프로그램 학비를 환불해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미래 학기에 대하여 결제된 일체의 프로그램 학비가 포함됩니다. 

• 학생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결과로 프로그램에서 퇴출되면 프로그램 학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학생은 이사하고자 하면 호스트 가족에게 최소한 2주 전에 통지하거나 2주분 홈스테이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퇴출되거나 떠나는 학생은 그 달의 남은 일수 또는 2주 중 더 큰 기간에 대하여 

지불금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으로서 9월 30일 이후(10월부터 6월까지)에 영주권자 지위를 받거나 

부모가 취업 허가증이나 유학 허가증을 승인받는 학생은 해당 학년도에 대하여 환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홈스테이 배치료는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