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가격 보장 (약관 및 조건)
Flywire 의 목표는 해외 지불을 위해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Flywire 에서 지불을 예약한 후, 2 시간
이내에 거래 은행(브라질의 Boleto 결제 포함)에서 더 나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저희가 그 가격으로 맞추어
드리고 기프트 카드를 추가로 드립니다.
자격 기준
1.

최고 가격 보장은 현지 통화 계좌 이체(브라질의 Boleto 결제 포함)로 지불 예약은 했지만 아직
Flywire 에 지불하지 않은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2.

다른 결제 수단(예: 신용카드, 전자 지갑, 온라인 뱅킹 등)은 최고 가격 보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환율과 관련 수수료는 예약 후 2 시간 이내에 비교해야 합니다.

4.

다음을 포함하여 은행 문서 형식의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o

날짜와 시간이 찍힌 은행의 공식 환율 문서 및 관련 수수료(Yahoo 환율, Google 환율,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의 환율 정보는 증빙 자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o

은행 이름 및 웹사이트

o

Flywire 에 예약한 총 지불금액(관련 수수료 포함)

청구서 제출
1.

은행 견적서와 고객님의 Flywire 지불 ID 를 support@flywire.com 으로 보내주세요. 담당 직원이 영업일
기준 1 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2.

Flywire 에서 수령하면, 저희가 자료를 검토한 후 최고 가격 보장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저희 고객지원
팀원이 승인/거절 및 설명을 위해 고객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승인/거절 이메일을 받기 전에는 대금을
Flywire 로 보내지 마세요.

3.

고객님이 최고 가격 보장 적용 대상일 경우, 거래 은행이 고객님이 거주하는 국가의 통화로 송금하도록
안내하세요. 거래 은행이 제시한 환율이나 수신자의 청구 통화로 송금하지 않도록 안내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불이 지연되거나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Flywire 에서 고객님에게 기프트 카드를 보냅니다.

면책조항
1.

처음 제출한 신청서에서 요청한 금액(수신자의 청구 통화)에만 적용됩니다.

2.

직접, 온라인, 또는 전화로 진행한 현지 통화 계좌 이체(브라질의 Boleto 결제 포함)에만 적용되며,
신용카드, 전자 지갑, 온라인 뱅킹 등과 같은 기타 결제 수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Flywire 에서 환전한 대금에만 적용됩니다.

4.

기프트 카드를 받으려면 지불 금액이 $3,000 USD(또는 수신자의 청구 통화로 이에 준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6 개월마다 한 사람에게 한 번만 제공됩니다.

5.

지불인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72 시간 이내에 신청한 지불인에게 한 번만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