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가이드 및 납부 방법
1단계: 인보이스 발행 받기
•

학생은 아래의 화면과 같은 인보이스를 받게 됩니다.

•

인보이스는 학생의 Mason Live Account (@gmu.edu) 로 발송됩니다.

•

납부를 하시려면 'View Invoice'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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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인보이스 보기
•

인보이스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부를 하시려면 오른쪽 상단의 ‘Pay Bill’ 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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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계: 지불 금액
•

납부를 하게 될 ‘지역 및 나라’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

‘국가 또는 지역’은 직접 선택하실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역’은 발행되신 은행계좌의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약, 신용카드나 은행계좌가 발행된 국가가 한국인 경우, 한국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금액은 학점에 따라 자동적으로 채워집니다.

-은행계좌의 발행 국가가 ‘한국’인 경우

- 은행계좌의 발행 국가가 ‘미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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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지불 방법 선택하기
•

선택하신 국가에 따라 Flywire가 적절한 지불 옵션들(은행 송금 또는 직불 / 신용 카드 결제)과 이에
따른 현지 환율을 자동적으로 표시합니다.

•

일반적인 은행 송금 (계좌이체)은 비용적인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불을
완료하시려면 선택하신 통화로 (은행방문, 온라인) Flywire에 송금을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

직불 / 신용 카드는 선택하신 통화로 온라인 상에서 지불을 가능하게 해드립니다. 일반적인 국제
신용 카드의 결제와는 달리 Flywire는 환율을 담당하므로 지불하기 전에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국가에서 신용 카드로 결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주의: 납부 방법은 선택하신 나라마다 사용하실 수 있는 다르며, 현재 미국은 은행계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Flywire가 직접 통화를 변환하여 해당 기관에 지불합니다.

•

자국의 국가를 선택했지만 자국 통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당 기관의 통화로
지불하거나 하단의 "다른 통화로 지불하고 싶습니다"를 클릭하시면 다른 통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귀하의 은행이 Flywire로 자금을 보내기 전에
은행의 환율에 맞게 처리할 것입니다.

•

Flywire는 카드로 결제 시 분할 납부 및 할부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Credit Card Installment Method:
•

신용카드로 결제 시 Flywire에서 납부 완료 후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에 전화하여 분할 납부를
제공하는 지 연락하셔야 합니다. 몇몇 카드사의 경우, 추가 수수료와 함께 분할 납부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점 역시 개인의 신용등급과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였어도 분할 납부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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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계: 지불자의 정보 입력하기
•

이름과 이메일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납부하더라도 아래의 항목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

Flywire의 약관과 조건을 동의하시면 아래의 네모 박스에 체크하십시오.

•

'Next'를 선택하여 계속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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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미리 보기 및 확인
•

지불자의 정보와 학생의 정보가 맞는 지 확인을 합니다.

•

변경 혹은 수정을 하고 싶은 경우 ‘Previous’ 버튼을 눌러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

‘Next’ 를 선택하여 다음으로 진행하여 주세요.

Page 6 / 9

7단계: 은행 계좌를 통한 납부 방법
•

은행을 선택합니다.

•

다음을 누르고 진행합니다.

•

*은행 선택 후 다음페이지에 나온 정보들을 이용하여 납부를 완료합니다.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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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하는 방법
•

카드 번호 및 이름 그리고 만료일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지불을 위해서 ‘Pay with debit/credit in KRW’를 누르고 진행합니다.

•

페이지 만료를 피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15분이내로 작성하여 완료합니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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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추적하기
납부 추적은 Flywire.com이나 Flywire 모바일 어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납부 상태를
확인하고 이메일 혹은 문자로 납부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고객 센터 전화번호
Australia +61 (2) 800 69 729
USA Toll free +1 800 346 9252
USA Local number +1 617 207
7076
Spain +34 96 065 3947

United Kingdom +44 (20) 32 394 729
Hong Kong +852 30 184 814
South Korea +82 070 4732 6769

Canada +1 647 930 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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