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들을 위한 WU® GlobalPay 플랫폼은 원하는 통화를 선택하여 수업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추가 송금 수수료나 송금 지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WU® GlobalPay는 신속하고 편리한 납부 시스템입니다.

등록금을 비롯한 기타 
수업료를 빠르게 
송금해보세요.

문자와 이메일로 
송금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1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은행에 직접 내방하여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 학생들을 위한
가장 빠르고 
편리한 송금  
시스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student.globalpay.wu.com/geo-buyer/ryersonuniversity#!/

해당 국가 통화로 수업료를 납부하세요.2

은행 환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3

납부금액이 모두 이체되도록 정확한 납구금액을  
확인하세요.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되어 이용이 편리합니다.

가격 비교 기능을 이용하여 가장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불 방법으로 안심하고 송금하세요.



1

2

3

서비스 및 지원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studentinquiries@westernunion.com 

전화번호: 1.877.218.8829

이제 국제 학생 수업료를
많은 비용을 들여 복잡하게 
송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세 정보 입력
• 거주 국가를 선택한 다음 납부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원하는 납부 방법을 선택합니다.
• 학생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납부자명을 확인합니다.

납부하기
수업료 납부 과정을 다음과 같이 완료합니다.

송금 과정 추적하기
납부가 완료되면 온라인 또는 문자로 송금 현황을 추적합니다.1

서비스 제공업체를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송금

은행 방문 송금 안내서를 
다운로드 합니다.

은행 방문 송금

온라인 뱅킹 안내서 또는 은행 직접 
송금 안내서를 다운로드 합니다.

계좌이체

https://student.globalpay.wu.com/geobuyer/dsbn 로 방문하세요.

학생들을 위한 WU® GlobalPay 플랫폼으로 송금이 이렇게나 간편해집니다. 
귀하의 학교에서 선택한 글로벌 납부 시스템.

 1 If selected by payors, message and data rates may apply.
 2 Due to banking regulations, not all currencies are available. If your home currency isn’t offered, you can pay in another currency. 
 3 In limited and specified circumstances, transactions fees may apply.
* Note: Due to banking regulations, not all currencies are available. If your home currency isn’t offered, you can pay in another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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