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학정보

입학정보 및 입학 지원 절차
1. 입학 원서를 기재한 다음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여될 경우 귀하의 신청서는 프로세스하지 않습니다.

a) 미화 US$185: 원서 접수비(환불되지 않음).

b) 미화 US$150: 수업료 예약금(환불되지 않음). 이 예약금은 첫 세션 수업료의 일부로 계산됩니다.

c) 숙소 예약을 위한 신용카드 번호. NESE는 귀하께서 NESE 하우징 계약서의 조항을 모두 충족하면 귀하의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d) 속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요금은 미화 US$90이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e) 재정 보증서. 이 서류는 귀하의 계좌 잔고를 보여주는 은행 발급 보증서 또는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보증서 그리고 귀하를 후원하는 사람, 조직 또는 고용주  
의 은행 보증서입니다. 귀하의 재정 증명서에는 귀하 혹은 스폰서가 매 학기마다 최소 미화 US$3800 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APPLY.NESE.EDU 에서 NESE로 직접 입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경우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주소(우편, 팩스 또는 전자 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apply@nese.edu

입학 원서나 숙소 신청서 기재시 도움이 필요하면 뉴잉글랜드 영어 연수 학교(NESE)의 현지 상담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면 무슨 일이든 기꺼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입학 원서 검토 후 입학이 허가되면 NESE에서 다음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 귀하의 입학을 위해 NESE의 입학 허가서가 포함된 등록 패킷.

• 숙소를 신청한 경우 숙소 배정 통지서와 입주 계약서.

• I-20 Form: 미국 법에 의하면, 집중과정으로의 등록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만 I-20양식을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집중과정(전일제) 코스를 원하
신다면 저희 NESE 에서 귀하께 I-20 양식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동 양식은 귀하께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학생비자(F1)를 신청하실 때에 제 출하시기 바
랍니다. 미국 법규상, 전일제가 아닌 파트타임으로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는 F-1 비자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등록 절차
NESE에 등록할 때 아래의 항목들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여권과 I-20 Form.

• 수업료와 숙박 비용을 완납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

• NESE의 의료 보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의료 보험에 현재 가입되어 있다는 증명서.

등록 취소 및 등록금 환불

취소 날짜: 개학일 2주 전까지 개학일 2주 전 미만 개학 이후

등록금 환불 불능 환불 불능 환불 불능

수업료 보증금 환불 불능 환불 불능 전액 환불 가능

수업료 지불 전액 환불 가능 전액 환불 가능 주당으로 비례하여 비용을 계산합니다

숙소 보증금 몰수 금지 전액 몰수 전액 몰수

숙박비 지불 전액 환불 가능 주택보증금US$2503 벌금 각 주간당 비용 +주택보증금US$2503

몰수

모든 환불 방식은 지불 방식 그대로 적용, 실시됩니다.

NESE가 신청서를 거부하거나 수업을 취소하면 30 일 이내에 전체 수업료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비자 거부의 경우 환불되지 않는 수수료도 반환됩니다. 또한 
향후 모든 세션 수업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담당자는 NESE의 환불 정책과 다른 환불 정책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NESE 또는 여러분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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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방법
모든 비용은 첫 번째 세션이 시작되기 2 주 전에 지불해야 하며, 매 다른  세션이 시작되기 2 주 전에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결제 방법:
플라이와이어(Flywire) https://NESE.flywire.com

신용/직불 카드 비자,마스터,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다이너스

US$ 여행자 수표나 머니 오더 결제 수취인: The New England School of English

은행 어음 US$ 계좌로 인출: 수취인은 The New England School of English

은행 송금(IAT/ACH 이체) IAT/ACH 이체는 ABA 넘버와 SWIFT 코드를 둘다 기재해야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은행 이름: Cambridge Trust Company  

1336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38 USA

ABA #: 011300595, SWIFT 코드:  CAUPUS31  
입금 계좌: The New England School of English 
계좌 번호: 1228350900



공항 환승
NESE는 두 가지 유형의 공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90 공항 마중 그룹 서비스. 운전 기사는 공항 밖에서 맞이합니다.  
2. $190 공항 마중 개인 서비스. 운전 기사가 공항 내에 들어와서 맞이합니다.  
자정 이후, 추수 감사절, 크리스마스, 새해 전야, 새해에는 공항 교통편에 US$60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택시(대략 US$75-$85), Uber 또는 Lyft(약 US$25-
US$50)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숙박 시설
홈스테이, 기숙사 또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습니다10. 단, 정규 학생에게 선택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숙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교 전에 신청자가 선호하는 숙소를 
배정해 드립니다. 모든 학생들은 첫 세션이 시작되기 직전의 일요일에 반드시 숙소에 입소하고, 세션이 끝나면 바로 돌아오는 토요일 까지 나가주시면 됩니다. 
NESE에서 학업을 마친 후에는 민박 가정이나 기숙사에 더 이상 머무실 수 없습니다. 단 특별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머무를 수 있습니다. 
숙소 보증금은 NESE 숙소 배정을 받기 전에 NESE에 반드시 지불하셔야 합니다.

의료 보험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반드시 의료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NESE를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실 수도 있고, 의료 보험에 현재 가입되어 있다는 증명서(영문)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입학 신청 마감일
입학 원서가 접수된 후 안내서와 I-20 Form(신청한 경우)이 포함된 “입학 허가 패키지”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이 패키지는 주로 보통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그러나 
이 패키지 안에 포함된 서류들이 매우 중요하므로 입학 원서를 등록 희망 세션의 개강일 45일 이내에 NESE에 접수하였으면 “입학 허가 패키지”를 Express Courier
국제 속달 우편으로 받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입학 허가 패키지를 Express Courier국제 속달 우편으로 받으려면 속달 서비스 요금 US$90을 내셔야 합니다.

조건부 입학 허가서
조건부 입학 허가서가 필요한 경우엔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 경비
쇼핑, 오락, 교통비 등으로 한 달에 대략 US$550정도를 책정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교과서 비용은 4주짜리 한 세션에 대략 US$140이 소요됩니다.

기후
이곳의 평균 기온은 봄에는 섭씨 10도, 여름에는 섭씨 22도, 가을에는 섭씨 13도, 겨울에는 섭씨 영하 1도입니다. 이상 기온의 경우 여름에는 섭씨 37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겨울에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거나 The New England School of English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전화 (617) 864-7170, 팩스 (617) 864-7282, 혹은 전자 
메일 admissions@nese.edu으로 문의하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의는 24시간 응답해드리니 어느 때라도 편리한 시간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접수비는 1회에 한정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2. 이 수업료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첫 세션 수업료의 일부로 계산됩니다.
3. NESE는 귀하께서 NESE 하우징 허가 계약서의 조항을 모두 충족하면 귀하의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숙소 보증금: US$500(미국 달러).
4. 수업료는 집중 교과 과정에 준한 금액입니다. 선택 과목은 US$335 - US$670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5. 일주일에 16회의 식사가 포함됩니다.
6. 일주일에 14회의 식사가 포함됩니다.
7. 이 수업료는 2019년 12월까지 유효합니다.

8. NESE는 1월 첫째 주, 4월 마지막 주, 8월 마지막 주 및 12월 마지막 2주 동안 문을 닫습니다. 이 기간 
동안 NESE 주택은 개인 또는 공동 주거 인원에 따라 1박당 US$47-US$205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독실이 아닌 경우의 가격(독실의 경우 학기 당 US$2710).
10. 아파트는 30 세 이상 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인당 가격. 부부 US$3450. 청소 서비스 및 식사 불포함.
11. 2 분기 수업료를 한 번에 결재할 경우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속성반 8주 코스 수업료는 US$3690입니다.
12. 의료 보험 가입 전에 발생한 건강 문제는 의료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험 방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SE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개인 교습 비용은 시간당 US$90입니다. 개인 교습 지원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소요 비용

등록금1 US$185

수업료 예약금1,2 US$150

숙소 보증금3 US$250

속달 서비스 요금 US$90

세미 인텐시브 프로그램(반일반) (9:00 - 12:30) 인텐시브 프로그램(종일반) (9:00 - 3:15)11

수업료4,7 US$1385 US$1385 US$1385 US$1895 US$1895 US$1895

민박5,7,8 US$1310 --- --- US$1310 --- ---

기숙사6,7,8,9 --- US$1750 --- --- US$1750 ---

아파트8.10 --- --- US$2910 --- --- US$2910

TOTAL US$2695 US$3135 US$4295 US$3205 US$3645 US$4805

의료 보험비12 --- --- --- US$150 US$150 US$150

http://nese.edu/assets/korean-ko_tutoring_application.pdf


등록 양식 – 1 면
1. 이 지원서 양식의 양면 기재시 활자체 대문자로 기재하십시오.
2. 이 원서 제출시 아래 항목들을 첨부하십시오.

a. 접수비: US$185(환불되지 않음)
b. 수업료 예약금: US$150(환불되지 않음) 이 금액은 수업료의 일부로 계산됩니다.
c. 숙소 예약을 위한 신용카드 번호. NESE 는 귀하께서 NESE 하우징 계약서의 조항을 모두 충족하면  

귀하의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d. 속달 서비스 요금 US$90(환불되지 않음)
e. 재정 보증서

3. 지원서 양식에 서명(본인이 21세 미만인 경우 부모나 보호자도 서명)한 다음, 우편, 팩스 또는 전자 
메일을 사용하여 아래 주소로 보내십시오.
Admissions Office 
The New England School of English 
Harvard Square 
36 John F. Kennedy Street 
Cambridge, MA 02138 USA 
팩스: (617) 864-7282  
이메일: apply@nese.edu         

이름 
Mr.  

Ms.  
성                                          이름                                          

현주소
               번지, 동, 구

시,도 국가                                                                    우편번호

전화 휴대 전화

이메일 Skype

생년월일 출생국 국적
                (일/ 월/ 년)

학생 비자(F-1)가 필요하십니까?  예   아니오 - 필요없는 경우 무슨 비자를 받으시겠습니까?

등록하려는 과정은   세미 인텐시브 프로그램(반일반) (9:00-12:30)   인텐시브 프로그램(종일반) (9:00-3:15)    개인 교습13

등록 희망 세션을 표시하십시오.

2018 세션 2019 세션
 1월 2일 - 1월 26일  6월 25일 - 7월 20일  1월 7일 - 2월 1일  7월 1일 - 7월 26일
 1월 29일 - 2월 23일  7월 23일 - 8월 17일  2월 4일 - 3월 1일  7월 29일 - 8월 23일
 2월 26일 - 3월 23일  8월 27일 - 9월 21일  3월 4일 - 3월 29일  9월 3일 - 9월 27일
 3월 26일 - 4월 20일  9월 24일 - 10월 19일  4월 1일 - 4월 26일  9월 30일 - 10월 25일
 4월 30일 - 5월 25일  10월 22일 - 11월 16일  5월 6일 - 5월 31일  10월 28일 - 11월 22일
 5월 29일 - 6월 24일  11월 19일 - 12월 14일  6월3일 - 6월 28일  11월 25일 -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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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배정을 원하십니까?  예    아니오

숙소 형태  민박  기숙사  아파트10

원하는 기간

민박 생활 정보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원하십니까?  예  아니오  상관없음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에서 지낼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에서 지낼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담배를 피우십니까?  예  아니오

흡연자와 함께 기거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상관없음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있으면 설명 기재)

민박 가정에 자신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기숙사 생활 정보
어떤 종류의 방을 원하십니까?  독실  공동기거

담배를 피우십니까?  예  아니오

숙소보증금

NESE 하우징에서 숙소를 예약하려면 먼저 NESE가 숙소 보증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이 보증서에 대한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NESE는 귀하께서 
NESE 입주 계약서의 조항을 모두 충족하면 귀하의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신용카드로내 NESE 하우징을보증합니다. (NESE 하우징 계약서의 조항을 모두 충족하면 귀하에게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NESE 입주 
계약서 조항을 위반하면 세션 당 최대 US$250 - US$5003 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비자   마스터 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다이너스

신용카드/직불카드 번호: 보안 번호 만기일

카드 소지자 소지자 카드 소지자 서명
      인쇄체로 쓰십시오

아파트 정보
얼마나 많은 학생이 아파트에 거주합니까?  1명  부부

담배를 피우십니까?  예  아니오 (금연 아파트)



지불에 관한 정보
 저의 등록금을 “flywire”를 통해 지불했습니다: https://NESE.flywire.com                     나는 은행 이체를 통해 등록금을 지불했습니다.

이체날짜: 이체금액 :US$ 이체번호 :
         (일/ 월/ 년)                                       

 본인은 신용카드로 본인의 수수료를 지불하겠습니다.

미화 US$ 을 신용 카드에 청구하십시오.

 비자  마스터 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다이너스

신용카드/직불카드 번호: 보안 번호 만기일

카드 소지자 소지자 카드 소지자 서명
                인쇄체로 쓰십시오.

입학허가 패킷 정보
입학 허가 패키지(I-20 Form을 청구한 경우 동봉)를 보내주십시오.

 속달 서비스로 발송해주십시오(서비스 요금 US$90을 동봉함)

 항공편으로 보내주십시오(무료) 번지, 동, 구

 위에 기재한 현주소로 보내주십시오 시 도

 옆 칸의 현주소로 보내주십시오:
국가 우편번호

비상 연락처 정보
비상시 연락처:

이름

관계 전화

휴대 전화 이메일

재정 보증, 숙소 보증금 및 응급 치료 허가서
본인은 동봉된 비용 페이지에 나온 NESE 어학원(The New England School of English) 입학 경비를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본인은 이 신청서에 설명된 NESE 어학원에 대한 취소 및 환불 차트도 완전히 
이해합니다. 또한 NESE 어학원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의한 모든 비용과 취소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갖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US$250 - US$5003 의 숙소 보증금을 지불하는 대신, 지급보증을 위해 
NESE에 신용 카드 또는 직불 카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NESE 입주 계약서 조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카드로 비용이 지불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세션 당 최대 경비는 US$250 - US$5003 입니다. NESE 숙소를 나간 후 90일 이상 입주 보증금이 
보관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지원하는 학생의 의료 진단과 부상 또는 질병 시의 치료 그리고 의학적 
치료와 보험 처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 정보 공개를 승인합니다. 또한 어떠한 의료보험의 한계로 인한 
비용과 건강보험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조건들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지원제출은 지원양식에 
포함된 등록 용어들과 조건들의 수락으로 구성됩니다.

      지원자 이름      보호자이름(21세 미만인 학생의 경우)

      지원자 서명 날짜     보호자서명(21세 미만인 학생의 경우) 날짜

귀하의 직업:

동 등록양식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추가 정보

NESE에서 공부하는 기간동안의 귀하의 목표를 서술해 주십시오

공항 교통편 정보

 예. (터미널 외부에서 만나는) 그룹 공항 마중 서비스를 예약하겠습니다. 서비스 비용이 US$90임을 숙지하였습니다.

 예. (터미널 내부에서 만나는) 개인 공항 마중 서비스를 예약하겠습니다. 서비스 비용이 US$190임을 숙지하였습니다.

 아니오, 공항 픽업 서비스를 주선하지 마십시오.

등록 양식 – 2 면
건강 보험 정보

 예, NESE를 통해서 의료 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NESE 의료보험료가 세션당 US$150임을 확인했습니다.

 아니오, NESE를 통해서 의료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36 John F. Kennedy Street
Cambridge, MA 02138, USA
tel (617) 864-7170 u fax (617) 864-7282
e-mail: admissions@nese.edu
http://www.nese.edu

©2018, The New England School of English, In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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