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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진행과 규정    Refund Policy

이 규정은 서명 동의서를 서명하기 전 적절한 시기에 학생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학부모/보호자)에게 제공됩니다. 

1. 이 규정은 환불에 대한 규정으로서 학교측에 지불한 학비 (학교에 지불 목적으로 유학원에 지불된 학비 포함)에  
 적용됩니다. 

2. 학생 (혹은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학부모/보호자)가 제3자에게 직접 지불된 모든 서비스 비용은 이 환불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입학 신청비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4. 학비 지불 및 환불

 a) 학비는 등록 당시에 제공된 인보이스와 현재 학비 안내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b) 학비의 개별 항목은 칼리지와의 서면 동의서에 나와 있습니다 [NC Standard 3.1.b에 따라]

 c) 모든 학비는 호주 달러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 환불 역시 학비가 지불된 동일한  
  통화로 지불될 것입니다. 

 d) 환불은 서면 동의서에 서명한 개인에게 지불될 것입니다. 단, 서면 동의서에 서명한 개인으로부터 다른  
  개인에게 환불을 지불해 달라는 별도의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5. 과정 취소, 환불 신청 등에 대한 모든 통지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장 혹은 그 대리인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6. 비자 거절로 인한 학생 사유

 a) 학생이 받은 비자 거절 서류을 제출하고 (혹은 이민성과 비자 거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다면) 과정을 시작할 수 없거나, 정해진 날짜에, 혹은 그 이전에 과정을 취소한다면, 학교에서는  
  서면으로 학생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4주 내에 학교가 받은 총 금액에서 다음을 제한 금액을 환불할  
  것입니다: 

• 학교가 받은총 금액의 5% 혹은

• AUD $500

 b)  비자가 거절된 학생이 과정이 시작된 이후 과정을 취소한다면, 학교에서는 학생이 이미 받은 수업에 대한  
  금액은 환불하지 않고, 사용되지 않은 수업료*만 청구날로부터 4주내에 환불할 것입니다.

 * 이 경우 환불액의 계산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Calculation of Refund) Specification 2014 10조)

7. 학생 사유

 이 항목에서 지불해야 하는 모든 금액은 학생 (학생이 18세 미만인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으로부터 서면 요청을  
 받은 지 4주 후에 지불될 것입니다. 

 a) 수업료가 아닌 학비:수업료가 아닌 학비*

 수업료가 아닌 학비는 학생의 등록 기간에 비례적으로 계산되어서 환불될 것입니다. 단, 환불 불가한 금액을  
 이미 지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b) 취소 통지 없이 정해진 날짜에 학사 일정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서면 취소 통지 없이 동의된 시작일에 학사 일정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학교에서 받은 학비 중 1개 텀에 대한  
 학비를 제할 것입니다. 

 c) 취소 통지하고 학사 일정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i. 학교에서 학생 (학생이 18세 미만인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으로부터 서면 취소 통지를 학사 일정 시작  
  4주 이상 전에 받았다면, 학교에서는 행정비 $600 또는 기타 비환불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  
  것입니다. 

  ii. 학교에서 학생 (학생이 18세 미만인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으로부터 서면 취소 통지를 학사 일정 시작 4 
  주 이하 전에 받았다면, 학교에서는 학비의 70%를 환불할 것입니다.

 d) 학사 일정 시작 후의 환불:

  i. 최고 1학기까지의 학비가 미리 지불된 경우: 학생 (학생이 18세 미만인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은 학기  
  완료 이전에 서면으로 학교에 통보한 경우, 학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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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1학기 이상의 학비가 미리 지불된 경우: 1학기 이상의 학비가 미리 지불되고, 학교에서 학생 (학생이 18 
  세 미만인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서면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학교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학비에서  
  비환불 비용 (신청비, 홈스테이 알선비, 의료 보험료 등)을 제하고 환불할 것입니다. 단 이 경우 서면 통보가  
  10주 이전에 서면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NB: 10주 이하의 서면 통지를 제출한 경우, 학교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학비에서 10주 또는 1개 텀 (그리고  
  기타 비환불 금액, 신청비, 홈스테이 알선비, 의료 보험료 등)을 제하고 환불할 것입니다. 

 e) 제공업체가 등록을 취소한 경우의 환불: 

 다음의 이유로 학생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학비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i. 만족스러운 학업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비자 조건 8202). KCC의 과정, 학업 및 출석 교칙 참조.

  ii. 만족스러운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비자 조건 8202). KCC의 과정, 학업 및 출석 교칙 참조.

  iii. 적절한 승인된 복지 및 숙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비자 조건 8532). [해당되는 경우:

  KCC의 과정, 학업 및 출석 교칙 참조.

  iv. 학비 지불을 못한 경우.

  v. KCC의 행동 및 윤리 강령 교칙에  따라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행동을 한 경우.

 
8. 학교의 사유

 칼리지의 사유는 현재의 the ESOS Act 2000 및 ESOS regulations 2001 (개정판)에 반드시 규정되어   
 있습니다:

 a) 학교의 사정상 학기 시작일에 학기가 시작될 수 없어서, 학교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과정에 학생이 등록을  
  할 수 없거나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학생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소요되지 않은 학비* 전액이 애초  
  과정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b) 학생이 과정을 시작한 이후, 학교의 사정상 계속적으로 그 과정을 제공할 수 없어서, 학교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과정에 학생이 등록을 할 수 없거나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학생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소요되지 않은 학비* 전액이 과정 중단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c) 학교에서 대안적인 과정을 학생에게 마련하는 의무를 충족하거나 혹은 환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학생들은 호주 정부로부터 학비 보증 서비스 (Tuition Protection Service)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TPS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https://tps.gov.au/StaticContent/Get/StudentInformation을 참조하십시오. 

 * 이 경우 지불되어야 하는 환불액의 계산 방법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s.7 of Education Service   
 for Overseas Students (Calculation of Refund) Specification 2014). http://www.comlaw.gov.au/Details/ 
 F2014L00907. 

9. 이 동의서 및 불평 및 항소 절차에도 불구하고, 호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학생들의 권리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정의

 a) 학비가 아닌 수수료 – 학생에게 제공되는 과정의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수수료 (예. 신청비,    
 홈스테이 알선비, 홈스테이비, 교과서비, 교복, 버스비,  
 OSHC 비, ESL 비 등)

 b) 학비 –학생에게 제공되는 과정의 제공에 직접 관련된    
 수수료 (수업, 교재, ESL 수업료 등

 c) 과정비 –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학생으로부터 받은    
 학비와 그외 학비가 아닌 수수료를 합친 금액

 d) 텀 (term) –약 10주에 해당되는 기간으로서, 1학년당   4 
 4개의 텀이 있음. 

 e)  학기 (semester) : 1ro 학년의 반에 해당하고, 1개의    
 semester에 해당 (2개의 term)하고 약 20주 정도의 기간임.  

NB. 비자 변경

학생이 자신의 비자를 변경한 경우 (예. 임시 비자 혹은 영주권자가 된 경우), 해당 년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유학생 학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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