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불처리 
환불은 비용을 지불한 에이전시를 통해 서면 확인 후 21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 Cancellation refund regulation  
'Cancellation' means that students have not yet arrived at EV. 
Admission fee (100 US Dollars) under any circumstance is not refundable. 
 
1. Cancellation of course before 2 weeks: If a student decide to get a refund before 2 weeks, 100% of tuition and 
dormitory fee will be refunded except for admission fee within 2 weeks upon request. 
2. Cancellation of course before 13 days or 1 day: If you demand cancellation within this period you can receive 90% 
fee but acceptance of application fee (100 US Dollars) is not refundable. 
 
■ 취소 환불규정 
“취소”란 EV어학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취소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입학 신청비(10만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1. 코스 시작 최소 14일 이전 취소 : 코스 시작 최소 14일 이전 환불 요청 시 입학금 10만원을 제외한 수업료와 기숙사비는 
요청 후 2주일 이내에 전액 환불됩니다.  
2. 코스 시작 13일 ~ 1일 전 취소 : 코스 시작 13일~1일전 환불 요청 시 입학금을 제외한 입금액의 90%가 환불됩니다.  
 
● Suspension refund regulation 
 
'Suspension' is after the arrival in EV or all period or some period that you suspend studying. But if a student 
already attended a class for 1 day our academy will consider this as 1 week period. We will check the week term to 
make a decision  
 
1. Refund of course within 28 days in EV: If students demand cancellation within 28 days of studying in EV. Students 
will receive a 50% refund. EV academy will consider the remaining class fee and dormitory fee. 
2. Refund of course after 4 weeks in EV: If students demand cancellation after 28 days in EV. Students will receive a 
25% refund. EV Academy will consider the remaining class fee and dormitory fee. Also, You can refund 25% of Tuition 
Fee and Dormitory Fee if you inform us 2 weeks ahead of time through written documents. Otherwise you will not get a 
refund and we shouldn't refund below 4 weeks regardless of notification and under any circumstances.  
But you can refund 50% of Tuition Fee and Dormitory Fee in case you get sick or accident of relatives and sickness 
(Submit Doctor's Certification) 
 
■ 중단 환불규정 
“중단”이란 EV어학원에 도착한 이후 전기간 또는 일부 기간의 수강을 중지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단 하루라도 수강한 주
는 그 주 전부를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여 몇 주를 수강했는지 결정됩니다. 
 
1. 코스 시작일 ~ 4주 이내 환불 요청 시 : 코스 시작 후 28일 이내에 환불 요청 시 주 단위로 계산하여 남은 수업료와 기숙
사비의 50%가 환불됩니다. 
2. 코스 시작 4주 이후 환불 요청 시 : 코스 시작 후 28일이 경과한 이후 환불 요청 시에는 주 단위로 계산하여 남은 수업료
와 기숙사비의 25%가 환불됩니다. 또한, 환불하려는 코스 시작일의 최소 2주 전까지 학원측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남은 수업료
와 기숙사비의 25%가 환불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액이 없으며, 통보시점과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4주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본인의 질병 혹은 직계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보 시점에 관계없이 잔여 수업료와 기숙
사비의 50%까지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 제출 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