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C 한인 동포회관 센터 이용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KCC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KCC 회원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제 2조 효력의 발생

KCC는 운영방침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관내 및 홈페이지에 공지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공지된 센터 이용규정은 KCC 매니지먼트의 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수정 그리고 삭제 될 수 있다.

제 3조 이용계약의 성립

a) KCC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신청을 하고 회원가입비 또는 수업료를 납부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된다.

b) KCC 회원은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신청서 또는 수업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본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c) KCC는 회원신청서와 관계없이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용규정을 교부해야 한다.

제 4조 수업운영 및 등록안내

a) 센터 이용자는 KCC 멤버가입 또는 수강 신청을 통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b) 수업등록은 반드시 수강 이전에 해야 하며 수업이 시작되는 첫날을 기준으로 한달 또는
정해진 기간까지 등록을 받는다.

c) 해외출장, 학교행사, 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정해진 수업기간 만큼 수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 1년에 4회에 한하여 부분 등록 가능하다.

d) 회원 개인의 사정으로 수업 첫주가 지난 이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 수업에 따라 수업료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단, 처음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됨)

e) 수업료를 내지 않고 수업을 수강한지 7일이 지난 경우 기존 수업료에 10% 그리고 15일이
지난경우에는 25%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f) 수업 시작전 최소 수강인원이 모이지 않은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수업이 취소될 수 있다.

제 5조 수업청강(Trial) 안내

1) KCC 회원의 경우
a) 1회 수업료에 청강료(Trial) $5을 더한 금액을 낸 후 수업을 청강할 수 있다.
b) 같은 수업을 1회 이상 청강 할 수 없다.
c) 청강 이후 해당 수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미리 지불한 청강비를 수업료에서 차감한다.

2) KCC 회원이 아닌 경우
a) 각 수업당 4회 수업을 청강할 수 있다.
b) 원하는 경우 오직 1개의 수업만 비회원 수강료로 계속 수강이 가능하다. (단, 2개
이상의 수업을 4회 이상 계속 수강하기 원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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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환불, 크레딧 및 할인율 안내

a) 회원 가입비는 환불 또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b) 강사 사정으로 수업이 휴강 될 경우, 휴강 횟수만큼 다음 분기 수업 크레딧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c) 수업 개강이 취소될 경우, 수업료 전액을 환불 또는 크레딧 처리 받을 수 있다.
d) 개강 24시간 이전에 수업을 취소할 경우, 수강료의 10% (Processing Fee)를 공제한 나머지
수업료를 환불 받을 수 있다.

e) 첫 수업 시작 이후 회원이 수강을 취소할 경우, 수업 수강 여부와 상관없이 수강료의 10%
수수료와 1회 수업료가 공제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환불 대신 수업 크레딧으로
받을 경우, 수수료 없이 수업료 공제 후 남은 금액 만큼 다음 수업 등록시 사용할 수 있다.

f) 두번째 수업이후 회원이 수강을 취소할 경우, 수업 수강여부와 상관없이 수업료 환불 및
수업 크레딧 적용이 되지 않는다.

g) 수업 크레딧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h) 수업 등록 이후 질병, 해외출장, 학교행사로 인해 수업 참석이 어려운 점을 최소 하루 전
미리 KCC에 알린 경우 결석 횟수만큼 다음 달 수업 크레딧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단,
관련서류(의사소견서, 학교행사일정, 비행기표 예약일정 등)를 첨부 해야하며, 1년에
4회까지만 가능하다.

i) 사전 통보 없이 결석한 경우 수업료 환불 및 크레딧 적용을 받을 수 없다.
j) 환불/크레딧 적용은 강사와의 계약에 의해 수업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k) 수업료 할인혜택은 포인트 2점 이상, 수업료 $50 이상인 수업에 적용된다. 수업을 전체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분 등록시 수업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 7조 KCC 회원의 의무

a) 수업시작 이전에 도착하여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b) 예절 바르게 행동하며, 수업을 지도하는 선생님 및 함께 수업을 수강하는 다른 회원들을
존중한다.

c) 본인을 포함하여 수업을 듣는 모든 회원들이 풍부한 교육적 환경에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d) 회원 개인의 언어 및 행동으로 인해 센터이용에 방해가 될 경우
d-1) KCC는 해당 회원에게 일차적인 레터 노티스를 준다.
d-2) 노티스를 받은 회원의 문제 행동이 수정되지 않을시, KCC는 그 회원을 해당 수업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d-3) 동일한 문제가 다른 수업 수강시에도 발생할 경우, 해당 회원을 KCC 모든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해당회원은 6개월동안 센터이용 및 회원가입이
금지된다.

e) 수업 수강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KCC 담당직원과 상의하며 안내에 따른다.
f) 안전하고 청결한 학습 환경을 유지하며 KCC 내의 모든 시설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Korean Community Center    100 Grove Street, NJ 07670    T: 201-541-1200    F: 201-541-4060 www.kccus.org

http://www.kccu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