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vin Christian School

515.1.3

547 West 5th Street, Hamilton, Ontario, Canada L9C 3P7
telephone: 905-388-2645, fax: 905-388-2769
e-mail: info@ccshamilton.ca website: www.ccshamilton.ca
Calvin Christian School ISP Fees Form 2012/2013
Name of Family:

Name(s) of Student(s):

Local Mailing Address including Postal Code:

Home Phone Number:

Cell Phone:

Email Address:

Name of Agent or Guardian:

Phone Number

Email Address:

Signature:

* = every 10 months; ** = as required by grade level
REGISTRATION FEE
Registration / Administration Fee: (a separate cheque)
$ 700

FEES:

This is a one time non refundable registration fee which all new families pay. This cheque
must be a separate cheque attached to the registration form. 당해학기만 유효하며, 연기되지 않음

1. ISF (International Student Fee)

FAMILY FEE
This is a one time family fee for the first $3,000
year only.

2. Annual Admission

$ 300

3. Tuition

See the reverse side

4. Transportation (if needed):

$125 x

A. TOTAL FAMILY FEE

(add lines 1 + 2 + 3 +4)

(# of months at CCS)

STUDENT FEE
5. CELLS for gr. 1-8 students (two months) $160 x
(# of children attending CCS)
$35 x

(# of children attending CCS)

7. Instrument Rental for grades 7 - 8 only: ** $35 x

(# of children in grades 7 - 8)

8. Gym Uniform for grades 4 – 8 only: **

$25 x

(# of children in grades 4 - 8)

9. Agenda Book for grades 6 – 8 only: **

$5 x

(# of children in grades 6 - 8)

10. Recorder for grades 4 – 6 only: **

$5 x

(# of children in grades 4 - 6)

B. TOTAL STUDENT FEE

(add lines 5 + 6 + 7 + 8 + 9 + 10)

6. Student Fund for all students: *

OVERALL TOTAL OF FAMILY AND STUDENT FEES:(add lines A + B)
Family and student fees must be paid prior to acceptance letter.

TUITION at Calvin Christian School
Sept. 2012 to June 2013
The minimum required tuition is:
All rat es ar e per family!
(A) Full Tuition:
This is the tuition amount without fund raising support.

Grades 1-8
CCS only $8500

Kindergarten
SK only $4750

(A) $ 8,900

(A) $ 4,950

(B) Fund Raising Support:
You may deduct up to $400 ($200 for SK only) if you plan to help
out with fund raising activities.

(B)__________

(B)__________

(C) Required Annual Tuition:
Subtract (B) from (A). This amount may not be less than $8500 or
$4750 (SK)

(C)__________

(C)_________

Please add this number to line 3 on the reverse side.
You may be eligible for an additional deduction if you have children also attending Hamilton District Christian High School.
Please inquire at the office. All payments may be wired or paid by cheque, but call us first if you wish to wire the money. Please
make all cheques payable to Calvin Christian School. A receipt will be issued. No tax receipts will be issued.
새학년(9 월시작)의 모든비용은 매년 5 월 31 일 이후에 결정되고, 이를 통보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캘빈 크리스챤 스쿨의 학비와 기타 비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캘빈 크리스챤 스쿨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액티비티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학비를 가족 단위로 납부하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현재, 학비는 $8,500이며, 유치원(SK)만은 $4,750으로써, 매우 저렴한 학비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비와 경비내역을 보시면 혹시 혼란스러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저희 학교의 최저 풀타임 학비
는 $8,500 인것을 거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8,500의 학비의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일년 저희 학교의 필요 재정 비용을 당해년도 등록한 학생
의 가정수로 나누어서 나온 금액중, 일년의 기금모음 행사와 각종 자원봉사로 얻을수 있는 금액을 제하여 책정
되게 됩니다. 금년에는 이런한 각종 활동으로 약 $400(SK만은 $200)을 참여 가족당 보조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이러한 모금행사나 자원봉사가 없다면, 학비는 $400이 더 많은 $8,900이 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많은 가족들이 여러 기금 모음 행사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참가 분야는 각종 Bazaar, 팬케익 Breakfast, 골프 대회 등 다양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400의 학비 절감을 요청해서 $8,500의 학비를 납부하시거나, 아니면 학비 보조없이 전액
$8,900을 납부하셔도 무방함을 알려 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어떠한 결정도 존중해 드리며, 그 이유를 묻지
도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자녀중에 해밀턴 크리스챤 하이스쿨(Hamilton District Christian High School)에 다니고 있다면, 저희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비에 대해 $1 ~$1,000의 할인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실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tpostma@ccshamilton.ca
또는 국제학생 입학담당 매니저인 다니엘 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dwon@ccshamilton.ca
감사합니다.
Mr. T. Postma,
Princip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