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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ittPAY에 로그인 
payments.pitt.edu > 학생 PittPAY 로그인 

 
2. 인가된 사용자 지정  
작업 > 인가된 사용자 관리 
  
저희는 인가된 사용자일 경우에만 고객님의 계정에 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인가된 사용자는 원하시는 만큼 지정할 수 있으며, 모두에게 결제 잔액 알림이 

발송되어 고객님을 대신해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인가된 사용자를 

지정하시면, 해당 사용자가 본인의 인가된 사용자 로그인 버튼(payments.pitt.edu 
> 인가된 사용자 로그인)을 사용하여 PittPAY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결제 
결제 탭을 선택하세요.  

 

해외에서 학생 계정으로 대금을 송금할 경우, Flywire를 통해서만 해외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 대금은 이번 학기에 대해 학생 계정에 청구된 금액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초과된 금액은 다음 학기에 청구될 금액에 적용됩니다.   
 

payments.pitt.edu/international-payments 
 
4. 미국에서 결제  
결제 탭을 선택하세요.  
 

미국 은행에서 예금 계좌를 개설할 경우, 결제 탭에서 추가 수수료 없이 전자 

수표를 결제 수단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직불 카드를 선택하시면 

결제할 때마다 2.75%의 카드 수수료(환불 불가)가 부과됩니다.  
 

payments.pitt.edu/online-payment-options/ 
 
5. 후원자 결제 

 
학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직 또는 정부 기관에서 후원할 경우, ‘후원자 

결제’에 등록하세요. 저희 웹사이트에 게시된 안내문에서 필수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ayments.pitt.edu/sponsored-third-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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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ittPAY 결제 플랜(선택사항) 
결제 플랜 탭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한 옵션을 확인하세요. 
 
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는 대신 매월 자동으로 납부하고 싶으실 경우, 고객님 

또는 인가된 사용자가 결제 플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결제 플랜 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할부로 결제할 경우, ‘Flywire를 통한 해외 결제’는 결제 

수단으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신용/직불 카드로 분할 납부하실 경우에는 

2.75%의 카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payments.pitt.edu/payment-plans 
 
7. 대변 잔액 전자 환급  
전자 환급 탭을 선택하세요. 

 
학생 계정에 대변 잔액이 있을 경우, 환급액을 입금할 미국 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주세요. 대변 잔액은 청구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송금했거나 등록, 

숙소 또는 식비 항목이 변경되어 청구액이 감소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환급은 

요일마다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미국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즉시 이 기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환급을 설정하지 않으시면, 대변 잔액이 수표로 

환급되어 학생 센터에 등록된 ‘우편 주소’로 배송되므로 환급액 수령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payments.pitt.edu/about_refunds/ 
 
8. 우편 주소 업데이트 

 
국제학생은 학생 정보 시스템에 유효한 미국 우편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우편 

주소는 학생 센터에서 관리하며, My Pitt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y.pitt.edu > 학생 센터 로그인 > 셀프 서비스 > 캠퍼스 개인 정보 > 주소로 이동한 

다음, ‘우편 주소’를 선택하세요. 주소 1의 시, 주, 우편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변경사항을 저장하세요. 전자 환급(#7 확인)에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계정의 

대변 잔액은 수표로 환급되어 해당 우편 주소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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