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불 보 증 제 도
NO. 00102

알렌카는 1983년 그의 금연법(Allen Carr’s Easyway to Stop Smoking)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후
본 금연법을 기반으로 세계 58개국에 브랜치가 설립되었으며, 38개 이상의 언어로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렌카는 세계적인 금연전문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본 금연법의 명성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금연을 정말 가능케 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고객이 금연에 실패하면, 테라피에 참여한 비용 전액을 환불해주는
유일한 금연전문기업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본 금연법의 성공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
다. 환불보증제도에 근거한 성공률은 90%에 근접합니다.
귀하께서 진심으로 금연을 원하고 참여하신다면, 본 금연법은 그 소망을 분명히 이루어드릴 것입
니다. 또한, 금연의 과정 역시 상대적으로 쉽고 편안할 것입니다. 테라피 중 제시하는 지시사항을
명확히 따르면, 금단증상 등의 고통없이 비흡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흡연
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테라피에 참여하는 대부분 흡연자는 단 1회의 정규테라피 참석으로 비흡연자가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심화테라피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심화테라피 참여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
니다.

환 불 규 정
이 서류에 서명한 이후로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배를 피우신다면, 귀하께서 지
불하신 금액은 그 어떤 검증 절차없이 환불처리됩니다. 저희는 실패했다는 고객의 말씀을 신뢰하
고 겸허한 자세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고객께서 진심으로 금연에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여
하기를 바랍니다.
본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효력을 상실합니다.
규정 1.

어떤 테라피이든 무단 불참 및 연기, 15분 이상 지각한 경우
1차 정규테라피 참석 이후 2차, 3차 심화테라피에 각각 1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

규정 2.

우
(심화테라피는 2차, 3차 모두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며, 약 3시간 정도 소요됨)

규정 3.

1차 정규테라피 이후 3개월이 지난 경우

개인 사유로 참여 일정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24시간 전에 담당 테라피스트에게 연락하
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단 연기로 환불 규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금연에 성공하고 3개월이 지난 후 다시 흡연하여 심화테라피가 필요한 경우 정규테라피의 50%
비용으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차 정규테라피 참여 후 1년 이상 경과되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이 다시 발생하며, 환불보증제도도 처음부터 재적용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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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VAT) 포함 참가비 398,000원(KRW)의 결제를 확인함

테라피스트
본 환불조항을 요구할 일이 발생했을 경우, 참석하신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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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Allen Carr’s Easyway Internationl HQ 독점 라이센스를 체결한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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