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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환불 정책 
 
1. 한 주를 채우지 않고 중단할 경우, 한 주로 계산됩니다.  

2. 학교에서는 서면에 의한 환불 요청 통지서를 필요로 합니다.  

3. 환불 요청시 영수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4. 환불금은 학교에 납입한 개인/기관 혹은 학생의 대리인에게 지급됩니다.  

5. 환불금은 수표나 신용카드로 지급됩니다. 전신 송금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국제 전신 수수료 $50, 국내 전신 수수료 

$40을 지불해야 하며, NYLC에 정확한 은행 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6. 학생이 신용카드로 지불했을 경우, 동일한 신용카드로 환불됩니다.  

7. 환불은 모든 금융 정보가 제공되고 정확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이루어집니다.  

8. 법적으로 환불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는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수업료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9. 환불된 금액은 환불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청구 되어야 합니다.  

 

NYLC F1 비자 소지 학생의 경우  

1. 수수료는 환불이 불가능하며, 단 서류가 발송되지 않았을 경우 우송료는 예외입니다.  

2. 학생이 F1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됐을 경우, 모든 수업료는 환불됩니다 거부 서신을 받은 후 60일 내에 원본 1-20 

양식과 거부 서신을 학교로 보내야 합니다.  

3. 학생이 New York Language Center에서 발행한 I-20 양식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였으나 수업에 참가하지 못했을 경우, 

학생에게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공시된 수업료(1주일당 가격)로 4주치가 청구됩니다.  

4. 학생이 New York Language Center에서 발행한 I-20 양식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고 수업을 시작했다가 중단한 경우:  

a. 8주 혹은 그 이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b. 8주를 초과한 프로그램의 경우 8주 이내에 취소했을 경우, 학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공시된 주당 요율(일주일 

가격)로 8주치의 수업료를 보유합니다  

c. 8주를 초과한 프로그램의 경우 8째주를 마친 후에 취소했을 경우, 학교는 수업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주에 대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공시된 주당 요율(일주일 가격)로 수업료를 환불합니다  

5. F1 학생이 출석률을 어겨(attendance probation)  F1신분유지가 안될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6. 학생이 등록 기간의 49%를 마친 이후로는 환불이 없습니다.  

 

비 F1 학생의 경우  

1.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2. 학생이 원래 계획 잡힌 시작 날짜 이전에 이 계약을 해약할 경우 모든 수업료는 환불됩니다.  

3. 수업에 등록한 지 4주 혹은 그 이하일 경우, 학생이 수업을 시작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환불되지 않습니다.  

4. 등록한지 4주를 초과한 경우, 학생이 취소하면 학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공시된 요율(1주일 가격)로 4주치의 

수업료를 확보합니다  

5. 등록 후 네째주 이후, 전체 등록 기간의 49% 이전에 학생이 취소할 경우, 학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공시된 

요율(1주일 가격)로 학습한 주의 수만큼 학생에게 수업료를 부가하고, 그 나머지는 환불해 드립니다.  

6. 학생이 등록 기간의 49%를 마친 이후로는 환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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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정  
거절: 신청자가 학교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학교는 모든 금액을 환불합니다.  

학교에 의한 퇴학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교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수업료 미납  

학교에 연락 없이 연속 2주 결석  

-1 학생의 경우, 출석 정책의 위반  

학교나 교실에서의 불성실한 행위: 이 안에는 약물이나 알콜 섭취, 괴롭힘, 욕설, 기타 현행법상 불법이라 여겨지는 

행위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업료 납부: 수업료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결석: 결석 시간은 수업료에서 할인되지 않습니다.  

자퇴: 학생은 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상술한 바와 같습니다.  

퇴학 날짜: 2주 동안 연속 결석한 경우, 학생의 사전의 연락이 오지 않았으면 학교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퇴학일은 학생이 마지막으로 등교한 날입니다.  

크레딧: 정상적으로 등록하여 등교한 마지막날로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강의 시간: NYLC의 1회 수업 시간은 50분입니다.  

시작일의 변경: 모든 코스 일정은 시작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확히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학교는 학생 수가 

완전한 수업 성립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계획된 수업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른 일정으로 혹은 NYLC의 다른 분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며, 수업을 받지 못한 데 대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필요할 경우 교원을 바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등록 및/또는 수업료 납부는 양도되지 않습니다.  

2. 자연 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학교를 열 수 없을 경우 수업이 없습니다.  

3. 반송된 수표에 대해서는 $3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4. New York Language Center는 본교에서의 개인 재산의 분실이나 도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다음 휴일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New Year’s Day(새해)  Easter Sunday(부활절)  Columbus Day  

Martin Luther King, Jr. Day  Memorial Day(현충일)  Thanksgiving(추석) - 2일  

Presidents’ Day  Independence Day  크리스마스  

Good Friday Labor Day  
 

귀하의 동의  

등록을 완료하려면 귀하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보호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본인은 New York Language Center 수업료, 비용 및 취소와 환불 정책에 대한 목록에서 설명한 규정을 읽고 이해했습니다. 

본인은 또한 내가 등록하는 코스 및 기타 공개 자료들에 대한 설명을 읽고 이해했습니다. 본인은 이 등록 계약서에서 

나에게 제공한 정보는 정확하고 빠짐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법적으로 이 계약에 서명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학교 직원 서명 및 라이센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  

지원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  

승인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  

본인은 위의 학교 대변자를 통해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지원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  

본인은 뉴욕주 교육부의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서 한 본을 받았습니다.  

지원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