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된 지불 방법

PEERTRANSFER를 통한 국제 교육비 지불
전세계 수천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peerTransfer는 전세계 교육 기관으로 교
육비를 지불하는 가장 안전하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 방지 
지불하신 교육비를 교육 기관이 수령할 때는 예상치 못한 은행 수수료로 인해 잔고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peerTransfer는 항상 교육비 전액이 지불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국 통화로 지불 
불필요한 은행 수수료를 피하고 적절한 환전율을 적용 받으십시오.

지불 내역 추적 
지불 내역을  언제든지 하루 24시간 추적하시고 각 진행 단계에서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를 받

으십시오.

고객 서비스 
전화, 채팅 및 이메일을 통해 다국어 고객 지원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교육 기관이 PEERTRANSFER를 사용하는 이유

간편한 지불 신원 확인 
국제적인 지불은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peerTransfer를 사용하면, 귀하의 교

육 기관은 언제든지 지불 신원을 확인하고 이것을 귀하의 계정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불 가시성 
교육 기관은 기관 계정으로 입금되는 지불금을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직접적인 대화 
peerTransfer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빠르고 쉬운 해결을 위해 귀하의 교육 기관과 직접 

대화할 수 있습니다.

뒷면에서 단계적인 지불 지침 확인



peerTransfer를 이용한 교육비 지불은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합니다. 아래의 
간단한 단계를 따라 교육비를 지불하십시오.

1. 시작
peertransfer.com/mypayment를 방문합니다. 드롭다운 메뉴에서 교육 기관을 선택한 다음, 지
불 금액과 지불인 국가를 입력합니다. 

2. 지불 방법 선택
제공된 지불 옵션을 검토하고 원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옵션에는 은행 이체, 자국 통화의 직불/
신용 카드, 온라인 지불, 또는 기타 지역 옵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세부 사항 입력
귀하의 계정을 만든 다음, 지불을 실행할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귀하의 교육 기관이 지불인의 
신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보를 지불 금액과 함께 보낼 것입니다.

4. 지불
제공된 지침을 따라 원하는 방법을 통해 금액을 peerTransfer로 보냅니다. 

은행 이체 제공된 지침을 따라 금액을 송금합니다. 은행에 따라 
금액을 온라인으로, 개인으로, 또는 전화를 통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직불/신용 카드  카드 세부 사항을 온라인으로 입력해서 자국 통화로 지불합니다. 

주: 지불인 국가에 따라 추가적인 지역 지불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추적 및 확인
언제든지 peerTransfer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지불 내역을 추적하십시오. 금액이 송금 완료된 
경우의 확인 메시지를 비롯하여, 모든 처리 단계에서 문자 및 이메일 메시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받으십시오.

지불하는 방법

질문이 있습니까?   이메일: support@peertransfer.com    온라인: peertransfer.com/help

오늘부터 이용해 보십시오!
www.peertransfer.com/mypay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