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1,000                          
PER YEAR

긴급 서비스

24시간 긴급 연락 (학생, 학부모, 학교, 호스트 패밀리) ✔

긴급한 의료 상황 발생시 의료 치료 연결 ✔

긴급한 상황 발생시 학생 방문 (경비 별도) ✔

호스트 패밀리

적절한 호스트/홈스테이 가정을  선정 *

홈스테이/호스트 패밀리 DBS(경찰 범죄 기록) 조사 *

개인 후견인 가정 정해줌(DBS 체크 포함) 

교통, 여행, 공항 픽업 서비스

처음 영국 공항 도착시, 마지막 귀국시 공항으로의 교통편 arrange

학기중 exeats 및 half terms 에 학교와 홈스테이  연결 교통편 arrange

공항 도착 및 귀국시 비동반 소아 서비스(UMS)

부모님이나 친구방문시, 대학이나 학교 오픈데이, 입학 시험 등 부모의 허락을 

받은 장소로의 교통편 arrange(경비 별도)

영국 교통 카드(Oyster card ) 구매 도움 

학교 교육에 대한 도움

학생 비자를 위한 가디언쉽 레터 제공 ✔

학부모 미팅 참석 1회 

특별 과외(예체능 포함)필요시, 수업 어레인지 (과외비 별도)

학교 생활 어려움이나 문제점등에 관해 학교와 연락

학부모 미팅 후 부모에게 이멜 보내줌 (한글로 번역)

학교 교복 주문 도움

학교생활에 필요한 도구 구매 도움

학교및 영국내 에서 부모 동의서 필요시, 부모 동의하에 부모 동의서 대신 사인 ✔

학교 교과 과정 및 GCSE, A-Level 선택시 조언

생활 돌봄(파스토랄)  서비스

전화 Sim card 구매도움 ✔

문제가 있을때 지역 가디언이나 헤드 오피스에 텍스트, 전화, 이멜로 연락 ✔

매 학년 학생 방문(횟수)

필요시 학생과 동반하여 경찰서 방문(경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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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생활에 관한 조언 ( 도착전 Skype 화상통화) ✔

여권 연장, 비자 신청 및 비자 연장 도움

학생의 재정 관리

호스트패밀리에 대신 지불

학생이 은행 구좌 열 때 은행에 학생과 동반(교통비용 별도) ✔

학생의 용돈 관리 

학교 학비 지불 Arrangement

학생 경비 구좌에 금액이 부족할 경우 부모에게 연락, 채우도록 함. ✔

학생 경비 구좌 내역서 매 학기 부모에게 송부 ✔

가디언싶 비용외 추가 비용

데이 : 식사 및 홈 스테이비 포함, 교통비 별도

프리미엄 :  홈스테이비 별도, 교통비 별도

스텐다드 :  홈스테이비 별도, 교통비 별도

대학생 : 홈스테이 이용시 신청비 별도 £100, 홈스테이비 별도, 교통비 별도

추가 비용(필수)

가디언쉽 등록비( 환불 없음) :  £150 ( 모든 서비스 패키지에 적용),  대학생 

홈스테이 할 경우 : £250 * £150  (£250)*

학생 경비 구좌 :  £ 1,200 (최소 잔고 £ 400 시 top-up), 대학생 홈스테이시 

£600(최소 잔고 £ 200)
£600

교통 경비:  에듀 가디언 직원이  함께 할 때:  £25 + 교통비  (영수증 처리, 개인 차량 

이용시 50p/mile. 주차료 및 교통 체증 별도 반영)

택시 이용시 :  택시비  + 10% 서비스 비, 주차비 별도, 대기시간 비용  £15/hour.  

과외 레슨 비 : 레슨 내용에 따라 적용,  심리 테스트비용(요구시)

홈스테이 비용:  £45/일 (식사 포함, 한인 숙박일 경우 약간의 요금 변동 있음), 

대학생 £45/ 일,  최초  숙박 1.5 일 적용
£45/day

추가 비용 (선택)

대학생 홈스테이 신청시 등록비 추가 £ 100  £ 100*

비행기표 구매 대행 (비행기표 + £15 서비스 비용)

Easter, Christmas, summer holiday :  £ 6 / 일  추가

Easter, Christmas, summer holiday :각각  £ 200  supplement 추가

UCAS 리뷰 (퍼스날 스테이트먼트 포함) :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