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됨: 2016년 가을

이 문서는 영어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이 번역본 및 영문 원본 간에 불일치가 존재할 경우,
영문 원본이 정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Vancouver Island University(VIU) 국제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입학 연기 및 환불 정책
일반 규정
VIU의 모든 신입 및 재학중인 국제학생들은 대학 정책 및 과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하
내용이 국제학생들의 납부금, 입학 연기 및 환불 정책입니다. 모든 학생들을 위한 기타
대학 정책 및 규정을 개략적으로 서술하는 더 포괄적인 문서는 VIU 학업일정표(VIU
Academic Calenda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VIU의 모든 신규 국제학생 지원자들은 승인된 입학 연기 또는 환불 신청(이하 참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VIU에 납부한 첫 납부금은 환불 및 양도 불가능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미납된 연체료, 행정 수수료 및 기타 VIU에 납부할 금액은 승인된 입학 연기 또는 환불
전에 공제될 것입니다.
학생 행동 규범(Student Conduct Code) 및/또는 학생 학업 행동 규범(Student Academic Code
of Conduct) 위반으로 수강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학생들 또는 VIU에 입학을 허가 받지
못한 학생들은 연기 또는 환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등록금 및 기타 비용
국제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기한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에 따라 계획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CAD$200의 연체료가 부과되며,

강좌의 수강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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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U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등록금 및 기타 비용(예: 부수 비용 및 학생회비)이 있습니다.
몇 가지 강좌는 실험 비용 및 물품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납부할 비용 및 납부
기한은, 현재 등록된 강좌에 근거하여 학생기록부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국제학생들은 전체 미납 금액이 정해진 기한 전에 납부될 경우에 한해 미납된 금액을
일시불 또는 할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입학 연기
입학 연기* - VIU 도착 전의 신규 지원자
대부분의 경우, 입학허가서를 받고 나서 지원자가 VIU에서 학업을 시작하려는 학기 시작
전에, 신규 국제학생 지원자들은 그들의 학업 시작을 연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지원자들은 원래 시작일로부터 1회에 한해, 최장 1년까지 그들의 학업을 연기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시작일 연기를 승인 받은 경우, VIU는 그들의 첫 등록금에서
CAD$200의 행정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새로운 시작일에 대한 납부금으로서, 보관할
것입니다. 일단 입학 연기 승인을 받으면, 이례적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하기 환불
관련 상세 내용 참조), 만약 지원자가 지정된 일자까지 허가된 VIU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보관 중인 자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이 입학 연기를 허가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입학 연기를 허가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매 학기 입학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VIU 시작일 연기에 대한 질문은
study@viu.ca 또는 masters@viu.ca로 문의여야 합니다.

환불
환불 – VIU 도착 전 신규 국제학생 지원자
프로그램 시작일 전에, VIU에 입학하지 않기로 결정한, 입학 허가를 받은 모든 신규
국제학생들(입학 연기 승인을 받은 학생들 포함)은 보통 환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신규 지원자들은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하기 이례적인 상황 참조)에서만 첫 납부금을
환불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타 지원자들은 VIU에 입학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첫 납부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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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신청하는 학생들의 경우, 신청의 승인 또는 거절은 환불 요청서에 기재된 사유 및
입증서류에 근거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승인된 환불은 정당한 유학허가 거절(하기

이례적인 상황: 수학허가 거절 사유 참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첫 등록금의 75%를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불 금액에서 신청료 및 행정 수수료(현재 각각 CAD$150 및
CAD$200, 총 CAD$350) 및 기타 관련 은행 수수료가 차감됩니다. 모든 환불 신청은 통상
학생이 VIU에서 학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학기 시작 전에, 필요한 입증서류 제출을
포함하여, 적절한 서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환불 – 재학중인/귀환하는 국제학생
학부 프로그램 (ESL, ABE 및 직업학교 프로그램 포함)
가을/봄 학기: 모든 VIU의 가을 및/또는 봄 학기 강좌의 수강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재학중인 국제학생들은 하기 등록금 환불 금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등록금 납부 기한까지: 100% 환불



등록금 납부 기한에서 학기 시작일 전까지: 50% 환불



강좌 시작일에서 학기 중 2번째 주가 끝나기 전까지: 25% 환불



강좌 시작 2주 후에는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을 제외하고 등록금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주의:
1. 모든 환불 신청은, 필요한 입증서류 제출을 포함하여, 약술된 일정 이내에
적절한 서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2.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해당 학기의 모든 강좌의 수강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3. 기타 비용(부수 비용, 보험료 등)은 통상 환불되지 않습니다.
4. 미납된 연체료 및 기타 납부해야 할 금액은 환불금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5. 학생 행동 규범 및/또는 학생 학업 행동 규범 위반으로 수강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학생들은 환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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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학기: 여름학기 강좌의 수강등록을 취소하는 재학중인 국제학생들은 하기 등록금
환불 금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4월 1일까지: 100% 환불



4월 2일~15일(5월 강좌) 또는 4월 2일~5월 20일(6월 강좌): 50% 환불



4월 15일(5월 강좌) 또는 5월 20일(6월 강좌) 이후: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을
제외하고 등록금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주의:
1. 모든 환불 신청은, 필요한 입증서류 제출을 포함하여, 약술된 일정 이내에
적절한 서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2.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 교육학부(Faculty of International Education)을
통해 여름학기 강좌의 수강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3. 모든 비용(부수 비용, 보험료 등)은 통상 환불되지 않습니다.
4. 미납된 연체료 및 기타 납부해야 할 금액은 환불금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5. 학생 행동 규범 및/또는 학생 학업 행동 규범 위반으로 수강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학생들은 환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학원 프로그램
VIU에서 해당 학기의 모든 강좌의 수강등록을 취소하는 대학원 프로그램에 재학중인
국제학생들은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하기 이례적인 상황 참조)에서만 등록금을 환불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기타 지원자들은 VIU의 모든 강좌의 수강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할 경우,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환불을 신청하는 학생들의 경우, 신청의 승인 또는 거절은 환불 요청서에 기재된 사유 및
입증서류에 근거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승인된 환불은 통상 해당 등록금의 75%를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환불 신청은 통상 학생이 강좌의 수강등록을 취소한 학기
중, 필요한 입증서류 제출을 포함하여, 적절한 서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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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비용(부수 비용, 보험료 등)은 통상 환불되지 않습니다.
2. 미납된 연체료 및 기타 납부해야 할 금액은 환불금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3. 학생 행동 규범 및/또는 학생 학업 행동 규범 위반으로 수강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학생들은 환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환불 처리 시간
모든 필요한 입증서류를 포함하여, 작성 완료된 환불 신청서를 수령하면, 환불 신청의
특성과 복잡성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 및 처리하는 데 최대 6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례적인 상황
이례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입학 지원 또는 학업 시작 시에는 현존하지 않았던, 당신이 통제할 수 없으며 VIU에
다니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VIU를 다니고자 할 경우 부당한 개인적인
어려움을 야기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이례적인 상황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간주되는 모든 상황들을 열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은 당신이 환불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몇 가지 예들입니다.
유학 허가 거절 사유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국(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에
그들의 최신 VIU 입학 허가서(입학 연기 허가 포함)와 관련하여 완전하고 정당한 유학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VIU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유학 허가를 거절당한 신규
지원자들은 전체 금액에서 신청료 및 행정 수수료(현재 각각 CAD$150 및 CAD$200, 총
CAD$350) 및 기타 관련 은행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전부 환불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서는 캐나다 대사관 고등 판무관실(Canadian Embassy High Commission) 또는
영사관 비자 부서(Consulate Visa Section)로부터 받은 관련 거절 서신의 사본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환불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IRCC에서 받은 정보의 확인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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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VIU에게 그들의 유학 허가 신청 및 거절 서신에 대하여 IRCC에 연락하도록 허가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IRCC 허가서는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atip/form-imm5744.asp에 나와
있습니다. 작성되고, 서명된 서류 사본은 환불 신청서의 일부로서 VIU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국제 교육부 재무실의 VIU 담당자가 당해 서식의 C절을 작성할
것입니다. 이 서류는 IRCC에서 1회 사용 용도로만 유효하므로, 유학 허가 거절 사유에
근거한 향후의 어떠한 환불 신청도 새로운 서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학적 사유
신규 지원자들에게 문서로 기록된 의학적 병태가 있고, 그 병태가 신규 지원자들이 VIU
유학 제의를 수락한 후에 그리고 VIU에 도착하기 전에 현존하였고(또는 상당히
악화되었고), 그들의 건강과 VIU에서 학업을 추구할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신규 지원자들에게는 환불을 신청할 의학적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자들은
면허증이 있는 의사가 작성한 VIU 의료인 진술서(VIU Health Care Provider Statement)를
받고 환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학중인 국제학생들에게 문서로 기록된 의학적 병태가 있고, 그 병태가 VIU에서 학기
중에 현존하였고 (또는 상당히 악화되었고), 그들의 건강과 VIU에서 학업을 계속할
능력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경우, 재학중인 국제학생들에게는 환불을 신청할 의학적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자들은 면허증이 있는 캐나다 의사가 작성한 VIU
의료인 진술서(VIU Health Care Provider Statement)를 받고 환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정상의 사유
신규 지원자들이 VIU 유학 제의를 수락한 후 그리고 VIU 도착 전에 예측 불가능하고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건이 그들의 건강과 VIU에서 학업을 추구할
능력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경우, 신규 지원자들에게는 환불을 신청할 인정상의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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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중인 국제학생들이 학기 중에 예측 불가능하고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건이 그들의 건강과 VIU에서 학업을 추구할 능력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경우, 재학중인
국제학생들에게는 환불을 신청할 인정상의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가족(부부, 자녀, 어머니(시어머니 포함), 아버지(시아버지 포함), 형제자매
또는 조부모)의 사망은 통상 인정상의 사유 하에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당해 지원자는 그들의 환불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원
사망증명서의 사본과 그 증명서의 영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유
대부분의 환불 신청은 유학 허가 거절, 의학적 또는 인정상의 사유에 근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관련 입증서류 및
설명과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원본에서 번역함. [201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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