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커먼웰스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공공 금융기관으로, 귀하의 청구서 납부를 위한 여러 편리한 선택 방법을 갖추었습니다. 납부는 모두 

Australian Dollars (AUD, 호주 달러)로 납부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100의 

연체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호주 은행 지점이나 본교 사무실로 현금 입금 또는 계좌 이체를 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납부 방법이 가능합니다. 

 

BPAY  

(비페이) 호주 은행 계좌로 인터넷 및 폰 뱅킹을 통해 가능합니다. Biller Code (청구자 코드)와 

Reference Number (참조번호)는 귀하의 청구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 즉시 귀하의 인터넷 또는 폰 

뱅킹 계좌를 통해 BPAY (비페이) 영수증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발행 가능한 유일한 영수증이니 

프린트해 두십시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bpay.com.au를 방문하십시오. 

 

BPOINT  

(비포인트)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를 이용한 납부 방법입니다. Biller Code (청구자 코드)와 Reference 

Number (참조번호)는 귀하의 청구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 즉시 BPOINT (비포인트) 영수증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발행 가능한 유일한 영수증이니 프린트해 두십시오. BPOINT를 이용해 귀하의 

청구서를 납부하려면 www.bpoint.com.au/bpoint 를 방문하거나 1300 467 267번으로 전화하십시오. 

해외 계좌 송금 (해외 은행 계좌에서)  

은행명: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커먼웰스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예금주: Department for Education (교육부)  

은행 주소: 96 King William St, Adelaide, South Australia, 5000 SWIFT Code (스위프트 코드): 

CTBA AU2S 

BSB Number (비에스비 번호): 065-790 (해외 은행 필드 57)  

계좌번호: 청구서 참조* (해외 은행 필드 59) 

*저희의 계좌번호는 귀하의 청구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계좌 개설 방식으로 인해 인보이스마다 

은행 계좌번호가 각기 다르니 이 점 유념하심시오. 

귀하의 납부 영수증을 이메일 Education.IESFinance@sa.gov.au 

 

인터넷 뱅킹 (호주 은행 계좌에서)  

은행명: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커먼웰스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예금주: Department for Education (교육부) BSB Number(비에스비 번호): 065-790 

계좌번호: 청구서 참조*  



 

 

*저희의 계좌번호는 귀하의 청구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계좌 개설 방식으로 인해 인보이스마다 

은행 계좌번호가 각기 다르니 이 점 유념하심시오. 

귀하의 납부 영수증을 이메일 Education.IESFinance@sa.gov.au 

호주 은행 지점이나 본교 사무실로 현금 입금 또는 계좌 이체를 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표  

수취인: Department for Education (교육부)  

우편 발송 주소: Shared Services SA, GPO Box 11028, Adelaide SA AUSTRALIA 5001  

또는  

평일 오전 9:00 에서 오후 4:30 사이에 직접 아래 주소로 방문하여 전달:  

International Education Services (국제 교육 서비스), Ground Floor West, 31 Flinders St, 

Adelaide SA 5000 

 

신용카드  

BPOINT (비포인트) 를 이용해 납부하십시오 (상기 정보 참조) 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4:30 사이에 직접 아래 주소로 방문하여 납부하십시오:  

International Education Services (국제 교육 서비스), Ground Floor West, 31 Flinders St, 

Adelaide SA 5000  

귀하의 일일 거래한도액이 청구 금액 전액 지불에 충분한지를 확인하십시오.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메일Education.IESFinance@sa.gov.au 또는 전화 +61 8 8226 3402  

번으로 연락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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