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020
학년도 전기 외국인 신[편]입학
신[편]입학 특별전형 합격자

등록금 납부 안내 및 유의사항
Information of Tuition Payment and Notice

1. 등록기간 : 2020. 1. 13.(월) 10:00 ~ 1. 16.(목) 16:00까지 (한국시간 기준)
※ 등록 마감일인 1.16(목)은 16:00(오후 4시)까지만 입금 가능(한국 시간 기준)
※ 합격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학이 취소됨

Due Date : Jan 13th (Mon) 10:00 ~ Jan 16th (Thurs) 16:00 (Korean Time)
※ Your admission is cancelled if your payment is not completed.

2. 등록금 고지서 (가상계좌 및 납부금액 기재)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admission.inu.ac.kr) (공지사항 ☞ 외국인특별전형 합격자 등록금납부안내)에서
합격자 조회 후 확인 가능 (합격자 조회 로그인 후, 화면 오른쪽 <등록금 확인>버튼 클릭!)

※ 1.10(금) 홈페이지에서 수험번호로 개별 납부 가상계좌 및 납부고지서 확인 가능.
You can find the individual account number and tuition statement from Jan 10, 2020
on the admission website. (http://admission.inu.ac.kr)

3. 납부방법 : 전국 모든 은행에서 본인의 고유 신한은행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폰뱅킹, 무통장입금, ATM(계좌이체) 이용 가능. 단, 카드납부 불가
☞ 송금인은 누구나 가능하며, 수취인은 납부 학생 본인 이름으로 정확한 금액을 납부해야함.
※ 해외에서 송금할 경우, 환율차액 및 수수료 발생 등에 따라 납부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사전에 반드시 입학관리과로 문의)

How to pay : Wire transfer to individual ShinHan Bank account number
※ If you want international wire transfer, please contact the admission office.
Email : admission@inu.ac.kr

4. 납부확인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재 조회 후 납부 여부 확인 가능
Receipt of Tuition Fee : on the admission website (http://admission.inu.ac.kr)
※ 1. 13(월) 10:00 ~ 1. 13(월) 12:00 납부자 : 1. 13(월) 14:00 부터 확인 가능
※ 1. 13(월) 12:00 ~ 1. 13(월) 16:00 납부자 : 1. 13(월) 17:00 부터 확인 가능
※ 1. 13(월) 16:00 ~ 1. 14(화) 16:00 납부자 : 1. 14(화) 17:00 부터 확인 가능
※ 1. 14(화) 16:00 ~ 1. 15(수) 16:00 납부자 : 1. 15(수) 17:00 부터 확인 가능
※ 1. 15(수) 16:00 ~ 1. 16(목) 16:00 납부자 : 1. 16(목) 17:00 부터 확인 가능
※ 1. 16(목) 16:00 ~ 1. 17(금) 12:00 납부자 : 1. 17(금) 14:00 부터 확인 가능

○

100%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반드시

“입학등록

확인서”(양식첨부)를

입학관리과(이메일

admission@inu.ac.kr)로 1월 16일(목)까지 제출해야합니다.
○ If you are the recipient of Full Scholarship, you have to fill out “Declaration Form”(attached)
and submit it to Office of Admission(Email : admission@inu.ac.kr) by Jan 16th 2020(Thursday).

5. 등록포기

Cancellation of Admission & Refund Policy

❍ 본교에 합격하고 등록한 지원자가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본교 입학안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포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포기신청을 한 경우에만 등록금을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금 반환은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1호)에 따릅니다.
❍ 은행휴무일 등에 따라서 환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학(등록) 포기방법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접속 후 공지사항 메뉴에서 <입학포기> 신청
※ 등록금 환불은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에 따름
❍ 신청마감 : 2020. 2. 21.(금) 17:00 한
※ 환불기간 경과 후의 등록금 반환은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에 따릅니다.
※ 학기 시작 후, 비자 발급 지연 등 개인적인 사유로 입국 지연되어 학업이 어려운 경우 전액 환불 불가
(취소 시점에 따라 환불금액 상이)

❍ Deadline for Cancellation of Admission & Refund : Feb 21th, 2020
❍ Successful students who want to cancel the admission need to submit
“Cancellation form” with the copy of bank account until Feb 21th, 2020.
- The refund will be made according to the INU Policy if the withdraw form is submitted
before the Deadline.
- The withdraw form is available on the website. http://admission.inu.ac.kr
※ If you cancel for your personal reasons(ex. refusal of VISA) after semester starts, you
will received a partial tuition refund depending on INU Policy personal.
Please contact the Admission Office (admission@inu.ac.kr) for the detailed information.

6.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age Agreement
첨부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입학관리과 이메일로 1월 16일(목) 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fill out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age Agreement” (attached) and submit
it to Office of Admission (Email : admission@inu.ac.kr) by Jan 16th 2020(Thurs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