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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의서는 합의 된 가디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체적이고 상호적인 목표하에 학생( "the Student")의 법적 후견인(“the Parent”) 과 

1.2. 1 년 동안 지속되는 서비스의 경우, 계약은 2018 년 9 월 1 일부터 2019 년 6 월 30 일까지 유효하며, 가디언 수당은 매년 지불해야합니다.

1.3. Edugo 는  지정된 기간 동안 합의 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부모가 요청한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행정 / 서비스 비가 부과됩니다.

1.4. Edugo 는 여름과 겨울 방학 동안 후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름과 겨울방학 가디언쉽은 별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5. 학부모의 요청이있을 경우 Edugo는 가능한 경우 추가 직원 방문이나 추가 회의 / 행사에 참석할 수있는 직원을 파견하며 학부모에게 교통비, 숙박비 및

1.6. Edugo는 학부모에게 사무실 개관 시간과 근무 시간 및 근무일을 알려 주기로 동의합니다.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Edugo는 지정된 근무 시간 및 근무일 

2.1. 학부모는 매 학기 초에 방학 동안 Edugo 와 학교에 학생의 여행 계획을 제공함으로써  Edugo 가 학생을 돌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의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약정된 기일보다 늦게 정보가 제공된 경우Edugo 는100.00 GBP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수 있습니다.

2.2. 학부모는 Edugo에 홈스테이 기숙사를 마련하기 위해  최소 2 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모든 홈스테이 최초날 숙박비는 1.5박 숙박비가 적용됩니다.

2.3. 학부모는 이메일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메일을 제때 읽지 않으면 Edugo는 손해 배상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최선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부모는 Edugo의 서신에 응답하여 최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야합니다.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면 비상 전화 번호가 제공됩니다.

2.4. 학부모는 학교의 규칙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학부모는 학생이 더 긴 휴가를 가지거나 호텔에 머무르는 것을 포함, 이에 국한되지

2.5. 학부모는 모든 은행 수수료 및 행정 수수료를 부담 할 것에 동의합니다. Edugo는 필요한 경우 학생 경비 계좌로 청구합니다.

2.7. 긴급한 경우 부모님 께 연락을 취할 수 없으면 Edugo는 학생을위한 추가 서비스, 숙박 또는 택시 교통편 등을 준비합니다.이 경우 Edugo는 학생 

2.8. 학생을위한 서비스가 예약 된 경우 (예 : 홈스테이, 이삿짐, 개인 교습), 동일한 서비스 제공자와의 후속 서비스는 Edugo 를 통해 예약해야합니다. 

2.9. 학부모와 학생은 Edugo의 모든 정책 및 절차뿐만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 안내서에 명시된 모든 지침과 규정을 준수하기로 동의합니다.

3.2. 계약은 일단 서명되고 합의 된 수수료가 접수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비자 거절의 경우 거절 통지서가 접수되면 수령액의 10 %에 해당하는 관리 

3.4.학생이 영국에 도착하기 2주 전에 Edugo에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학부모 또는 학생이 환불을 위해 합의 된 홈스테이 또는 택시 환승을 취소하고자 .

하는 경우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관리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 환불에는 숙박 / 송금 수수료의 10 %가 

3.5.  이듬 해의 가디언 서비스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 학부모는 봄 학기(2nd Term) 가 끝나기 전에 Edugo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가디언 

4.1. 학부모는 패키지에 명시 되지 않은 추가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방학 기간 동안 학생을 위해 추가 서비스를 예약하고자 할 때 가능한 빨리 Edugo에 

통보하기로 동의합니다. 홈스테이, 택시 환승 등. 예상보다 늦은 시간에 정보를 제공하면 100.00 GBP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4.3. 학부모는 학생 학교의 이메일을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는 데 동의합니다. Edugo 는 학교의 이메일을 읽고 답장하지 않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5.1. 부모는 Edugo의 요청이있을 때마다 학생 비용 계좌에 충분한 자금을 이체하는 데 동의합니다. Edugo는 계좌의 금액이 400 GBP 거나 미만 일 때

 Edugo 는 학부모에게 통보하며 학부모는 1,200 GBP가 되도록 자금을 충원합니다.  학생 경비 비는  홈스테이 기숙, 교통편 및 응급시에 

지불 됩니다. 학부모는 학생이 돈을 쓰거나 학생의 은행 계좌에 직접 기부 할 경우 추가로 자금을 이체해야합니다. Edugo는 계좌에 충분한 

자금이 없을 때 계약을 거부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는 페널티 GBP 100이나 Edugo가 선불 한 Fee의 10 % 중 어느 쪽이든 큰 금액을 보상해야

6.2. 이 계약의 일부,구절이나 어는 부분이 어떠한 이유로 집행 불능 또는 무효가 결정된다 할지라도 이계약의 남은 부분의 집행 및 유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부 조항이 집행 불능 또는 무효로 결정되는 경우, 단락 또는 그 일부는이 협정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되어야한다.

본 계약은 영국 법에 따라 규율이 적용 되며 영국 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양 당사자 간의 합의 및 이 협정과 관련된 모든 의견 불일치는 협상에 의하여 

                        Edugo Guardian
Tel: 070-7527-8363 I +44 7428 135663

Email I edugoguardian@gmail.com

1. Edugo  의 책임

1.1. 계약은 위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을 청구합니다.

동안에만 응답합니다.

2. 학부모의 책임

 않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Edugo가 학교와 학부모에게보고하는 데 동의합니다.

Edugo Terms and Conditions (다음 내용은 영문 Terms and condition 의 한글 해석이므로 영국법에 준할 경우 영문표기에 

따른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Edugo Guardian (이하 Edugo라 칭함)간에  체결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상호 동의합니다 :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3. Edugo는 학생이 학교에 의해 퇴학 당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합니다. 환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됩니다.

수수료의 35 % 의 벌금이 부과됨에 동의합니다.

3.6.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2.6. 학부모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학생의 여권, 비자 및 법적 서류가 최신 것 인지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경비계좌에서 비용을 청구합니다. 

학부모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 업체와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접근하거나 예약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3. 계약 해지 및 환불 정책

3.1. 가디언 서비스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7. 분쟁

4. 추가 서비스

 지지 않습니다.

5. 학생 비용 계좌

합니다.

6. 분리 가능성

6.1. 본 계약은 서비스가 시행 될 지역 및 / 또는 국가의 법에 따라 시행 되고 해석됩니다.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 하고자 할 때 Edugo 는 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단, 학부모는 학교에 변경 사항을 알릴 책임이 있으며 Edugo 는 부과 된 학교 벌칙에

본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Edugo 는 어느 한쪽의 본질적인 면책에 대한 책임 또는 청구, 손실, 비용, 상해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에듀고는 본 계약과 연결되어 인적,  또는 재산에 대한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이와 관련 되거나 또는 이에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모든 손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청구, 손실, 비용,상해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에듀고는 

계약 상대방의 행위, 태만, 채무 불이행, 부도 또는 누락의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는 손해에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합니다. 양 당사자가 위에 기술 된 바와 같이 당사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This agreement is made and entered into by and between Edugo Guardian (“Edugo”)  and the legal guardian (“the Parent”) of the student

 (“the Student”) with the specific and mutual goals of providing the agreed guardianship service. Therefore, it is mutually agreed that:

1.2. For services lasting 1 year, the agreement is valid from 1st September 2018 until 30th June 2019 and the guardianship fee shall be paid annually.

1.3. Edugo shall provide the service agreed during the period indicated. Any additional services requested by the Parent will incur administration

1.4. Edugo shall not provide guardianship services during summer and winter holidays. Holiday guardianship can be purchased separately.

1.5. When requested by the Parent, Edugo may send a member of staff where available to pay additional visits or attend additional meetings / events 

1.6. Edugo agrees to provide the Parent with their office opening and closing hours and work days. Except for emergencies, Edugo shall respond 

2.1. The Parent agrees to provide Edugo and the School with the Student’s travelling plans during school breaks at the beginning of each term,

 enabling Edugo to perform their duties, including looking after the Student and making suitable arrangements properly and appropriately. A fee of 

2.2. The Parent agrees to provide Edugo with at least two weeks’ notice to arrange homestay accommodation. A two night minimum stay applies to 

2.3. The Parent agrees to check their emails regularly. Edugo is not responsible to bear damages if emails are not read in time. To keep the best quality

 of service, the Parent shall respond to correspondence from Edugo, in order to keep the best quality of service. An emergency number is provided

2.4. The Parent agrees to comply with the School’s rules and requirements. Edugo agrees to report to the School and the Parent shall the Student

2.5. The Parent agrees to bear all bank charges and administrative fees. Edugo shall charge from the Emergency Fund Account when needed.

2.6. The Parent agrees to ensure the Student’s passport, visa and legal documents are up-to-date, unless otherwise specified.

2.7. In emergency cases and when the Parent cannot be contacted, Edugo will arrange additional services for the Student, e.g. accommodation or 

taxi transfers. In these cases Edugo will charge from the Emergency Fund Account. In the case of Basic guardianship packages, the Parent agrees to 

2.8. If a service is booked for the Student (such as homestay, transfer, tutoring), subsequent services with the same service provider must be 

booked through Edugo. The Parent agrees not to approach or book services with these service providers independently.

2.9. The Parent and Student agree to comply to all guidance and regulations set out in the Student and Parent Handbooks, as well as all of Edugo’s 

3.2. The agreement shall take effect once it is signed and the agreed fee is received. In the case of a visa refusal, an admin fee of 10% of the 

3.3. Edugo shall terminate the agreement immediately if the Student is expelled by the School. A refund is not permissible.

3.4. Two-week’s notice prior to arrival in writing is required should the Parent or the Student wish to cancel any arranged homestay accommodation 

or taxi transfers for a refund to be considered. The administration fees are non-refundable. If administration fees have not been charged, 

4.1. University guardianship services include 24/7 emergency care and assistance, providing official documents as requested by schools and

해결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의 제기는 영국 법에 따라 영국 법원에서 해결됩니다.

8. 학교 변경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9. 책임의 한계 : 면책

 경우, 상대 당사자는 상대편 소송인에게 판결이 내린 것을 따라야 합니다. 

1.1. The agreement is valid for the period stated above.

 / service fees.

and charge the Parent the fees incurr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ransportation and accommodation fees.

only during office hours and work days indicated.

2. The Responsibility of the Parent

Edugo 는 서비스와 가격을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Guardianship Terms and Conditions

1. The Responsibility of Edugo

3. Agreement Termination and Refund Policy

3.1. The guardianship service fee is non-refundable.

payment received will be charged once a refusal letter is received.

an administration fee of 10% of the accommodation/transfer fees applies to a refund.

3.5. The agreement will be terminated if any of the above conditions are not met.

100.00 GBP is chargeable shall the information is given later than indicated.

all homestay bookings.

 when the agreement takes effect.

 break the rul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having a longer holiday and staying in a hotel.

pay the fees for the additional services.

Policies and Procedures.

4. Valid for University Guardianship packages only:

authorities, free welfare support only.



4.2. The Parent agrees to inform Edugo as early as possible if they would like to book additional services for the Student during school holidays, 

e.g. homestay accommodation, taxi transfers etc. A fee of 100.00 GBP is chargeable shall the information be given later than expected.

4.3. The Parent agrees to check and reply to emails from the Student’s school. Edugo is not responsible to bear damages if emails from the school are

5.1. The Parent agrees to transfer sufficient funds into the Emergency Fund Account whenever requested by Edugo. Edugo shall notify the Parent 

when the amount in the account is below 1,500.00 GBP. The Emergency Fund shall be used to pay for homestay accommodation, transfers and 

emergencies only. The Parent shall transfer additional funds should they wish to give the Student spending money or directly into the Student’s bank 

account. Edugo reserves the right to refuse to make arrangements when there aren’t sufficient funds in the account. Or a penalty of 100.00 GBP or 

5.2. The Parent agrees to notify Edugo before the end of the Spring (2nd) term should they wish to discontinue the guardianship service the next

6.1.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and/or country in which the service is to take place.

6.2. If any part, paragraph or any portion of any section of this Agreement is determined to be unenforceable or invalid for any reason whatsoever 

that unenforceability or invalidity shall not affect the enforceability or validity of the remaining portions of this Agreement and such unenforceable or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UK and it shall be interpreted on the basis of the laws of the UK. Any disagreements between

When requested by the Parent, Edugo shall transfer the Student to a different School. A placement fee is chargeable. The Parent is responsible for

Except a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herein, neither party hereto shall be liable for any liability, claims, losses, costs, expenses, injuries, or

damages of any nature whatsoever, which the other may be subject to or incur as a result of any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indemnify and hold the other harmless from and against any liability, claims, losses, costs, expenses, injuries or damages howsoever

 academic year or a penalty of 35% of the guardianship fee will be charged.

6. Severability

 invalid part, paragraph or portion thereof shall be severed from the remainder of this Agreement.

7. Disputes

 the Parties and related to the Agreement shall be settled by negotiations. Upon failure to reach an agreement, 

the disagreements shall be settled in the UK Court pursuant to the laws applicable in the UK.

 not read and replied to in time.

5. Valid for Day, Premium and Standard packages only:

10% of the fee pre-paid by Edugo (whichever is larger) shall be compensated.

intended to nor shall it relieve either party from liability for its own conduct.

Edugo reserves the right to make changes to its services and prices.

8. Change of School

 informing the School of any changes and Edugo shall not be liable for any school penalties charged.

9. Limitation of Liability: Indemnification

caused, by reason of any injury sustained to person or property, arising out of, associated with, or reasonably 

foreseeable as a result of a party’s act, negligence, default, or omission, and shall pay all sums to be paid or 

discharged in relation thereto. If either party is sued in any court by reason of the conduct of the party as described

above, such other party will discharge any judgment rendered in favour of the opposing litigant. Nothing herein 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