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glish Program 

- 학생이 등록하고 72시간 안에 취소하거나 ILI어학원이 학생을 적절한 레벨에 배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비 $75은 환불 불가합니다. 
- SEVIS와 빠른우편 같은 환급이 불가한 비용은 환불 불가합니다. 
- 만약 수업을 시작하기전이나 학생의 비자발급이 거절된 경우 수업료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ILI어학원이 수업을 취소하거나 학생의 수업 등록이 거절된 경우 수업료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이 등록한 총 수업의 75%가 되기 전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소 통보는 출석 마지막 날 전까지 제출해야합니다.
- 취소 통보 전 최대 4주까지의 불출석에 대한 부분은 출석으로 간주됩니다.
- 부분적인 환불에 대한 기준은 학생이 등록한 총 수업의 주수에서 학생이 마친 수업의 주수 또는 수업수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 학생이 한 주를 다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그 해당 주는 일주일로 간주됩니다.
- 학생이 등록한 총 수업의 75%가 지난 경우에는 수업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 환불은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ILI가 수업을 취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현금, 수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수표로, 신용카드 결제는 신용카드로 환불됩니다.
- 일주일 휴가(방학) 공제 및 다른 계획된 결석은 미리 통보할 시 인정됩니다.
- 사용하지 않은 수업의 공제 또는 선불 수업은 최종 출석 후 6개월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출석하지 않은 수업 주에 대해 소급되는 공제는 없으며 개인적으로 불출석한 경우에 대한 공제도 없습니다.
- 공휴일, 기상악화 또는 다른 응급사항으로 인해 ILI어학원이 문을 닫은 경우에 대한 공제와 환불은 없습니다. 
- 학생이 책 또는 다른 수업자료를 받을 경우, 그 물품들이 학생의 것이므로 환불 불가합니다.

- 학생이 개인, Semi-private, 특별한 그룹 수업을 취소(no-show포함)하고 보상 받기위해서 전화(202)362-2505  
  또는 이메일 ili@ilidc.com로 예정된 수업 최소 24시간 전에 통보해야합니다. 
  (토,일, 월요일에 대한 수업은 금요일 오전 9시까지)
- 만약 학생이 제 시간에 취소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업료를 지불해야합니다.
- Semi-private수업과 소규모 수업의 경우 등록한 모든 학생이 취소를 해야 합니다. 한 명의 학생이 취소한 경우 
  받아드려지지 않으며 빠진 수업의 해당 수업료를 지불해야합니다.

 Homestay Program 

- 홈스테이 숙소 배정비용 $150은 환불 불가합니다. 만약 ILI어학원이 학생에게 홈스테이 숙소를 연결해주지 못한
  경우에는 숙소배정비용과 보증금을 신청자에게 환불해줘야 합니다. 
- 학생이 계약된 날짜보다 먼저 숙소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가 되기 최소 일주일전에 ILL어학원에 
  취소 통보해야합니다.
- 만약 일주일전에 취소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나 학생이 예정된 날짜에 숙소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현재 시세에
  해당하는 일주일 비용을 ILI어학원에 지불해야합니다.

 Foreign Languages Program 

- 만약 ILI어학원에 의해 수업 또는 시험이 취소된 경우, 수업료 전체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ILI의 그룹 과정은 등록 기간이 지난 후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학생이(no-show 포함) 개인, semi-private, 특별 그룹 수업, 또는 시험을 취소한 경우, 
  전화 (202)686-5610 ext. 105 또는 이메일로 jedwards@ilidc.com. 수업/시험 최소 24시간 전 통보해야합니다. 
  (토,일, 월요일에 대한 수업은 금요일 오전 9시까지)
- 만약 학생이 제 시간에 취소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업료 또는 수업료를 지불해야합니다.
- Semi-private수업과 소규모 수업의 경우 등록한 모든 학생이 취소를 해야 합니다. 한 명의 학생이 취소한 경우 
  받아드려지지 않으며 빠진 수업의 해당 수업료를 지불해야합니다.
- 결석한 그룹 수업의 보강은 같은 레벨의 수업이 다른 날에 진행되고 수용 인원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학생이 책 또는 다른 수업자료를 받을 경우, 그 물품들이 학생의 것입니다. 지급된 후, ILI은 물품을 돌려받지
  않으며 환불 또한 불가합니다.
- 환불은 학생으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은 3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 동일한 시간이 모든 출석한 수업에 대한 환불 금액의 목적으로 적용됩니다.
- 사용하지 않은 수업의 공제 또는 선불 수업은 최종 출석 후 6개월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TESOL/TEFL Certificate Program 

-수업과정에 대한 비용 지불이 된 경우, 수업 시작 전인 경우 $1600까지 환불됩니다.
-수업과정이 시작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보증금 $150은 환불 불가합니다.
-ILI어학원은 필요시 어떤 수업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ILI어학원이 수업을 취소한 경우, 수업료 전부 환불됩니다.
-ILI어학원은 필요 시 언제든지 강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https://ilidc.com/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