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최종학력입증서류

2022학년도 전기(1차) 대학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전형 합격자 유의사항
전남대학교 대학원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래 정보를 참고하여 입학, 등록, 비자, 수강신청, 생활관
입주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서에 기재된 연락처(전화번호, e-mail)와 서류 수령 주소지
가 변경된 경우 국제협력과 담당자에게 반드시 변경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유의사항의 모든 내용은 향후 COVID-19 추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제출대상: 합격 통지를 받은 졸업예정자
나. 제출마감: 2022. 2. 25.(금)
※ 졸업 예정 및 기타 사유로 마감기한 내 제출이 불가능할 시 국제협력과로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최종학력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입학(합격)이 자동 취소됩니다.

다. 제출서류: 아래 1), 2), 3) 서류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제출
구

분

※ 합격자 유의사항 내 정보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2차 합격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출신

1. 설문조사(등록의사확인서) 제출[1차] : 2021. 11. 14.(일)까지
가. 설문조사 주소: http://naver.me/GqBV5Fcr
나. 설문조사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반드시 본“ 설문조사(등록의사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등록의사 없음으로 판단하여 “입학 포기”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서류(표준입학허가서 등)는 등록금 납부 후 1월 말에 발송됩니다. 따라서 2월에 본인이 한국에 있을지,
해외에 있을지 생각하여 신중하게 설문조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기입한 모든 정보는 향후 비자
서류 발급 및 비자 서류 발송에 사용될 예정이니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한번 작성한 설문조사는 추후 절대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설문조사에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거나 작성하지 않을
경우 비자 관련 서류 수령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꼼꼼히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여러 번 하였을 시, 제출 날짜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저장되며 사용 됨.)

제출서류
- 제출서류: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 발급기관: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
※ 국가별 아포스티유 관련기관 정보는 https://www.hcch.net/en/instruments/specialised-sections/apostille 참고

2)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출신

- 제출서류: 영사확인을 받은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 발급기관: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 또는 주한 자국공관

3) 중국내
학력・학위 취득자

- 제출서류: 학력・학위 인증보고서
- 발급기관: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www.chsi.com.cn)・학위인증센터(www.cdgdc.edu.cn)
※ 1)학력보고서와 2)학위보고서 영문본 모두 제출
※ CHSI, CDGDC 외 학교( 및 타기관)에서 자체 발행하는 학위/학력 서류는 일체 받지 않음

○ 제출대상: 합격 통지를 받은 졸업예정자
○ 제출기한: 2022. 2. 25.(금) 2022학년도 전기 입학
○ 주의사항
- 졸업예정자는 위 세 종류 중 제출 가능한 방법으로 2022.02.25까지 반드시 최종학력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지정 기한 내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취소 및 입학취소(학적말소) 될 수 있음.)

2. 등록금 납부

- 한국 내 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위증서(또는 졸업증서) 사본으로 제출.

가. 납부기간 : 2021. 12. 20.(월) 16:00 ~ 2021. 12. 24.(금) 16:00(한국시간)
※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입학 취소

-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최종학력입증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문 번역공증본을 반드시 첨부

※ 등록금고지서(납입금액, 개인 가상계좌 및 장학금 수혜여부)는 위 등록금 납부기간에 전남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지정된 기간 내에 최종학력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므로 반드시 제출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및 장학수혜여부는 위 등록금 납부기간에 확인 가능하며, 1차 전형 지원자의 경우 최종 합격여부만 확인 가능함.
[ 입학포기자 및 자퇴자 등록금 반환 기준 ]

구분
학기 개시일 전

반환사유 발생일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할 금액

최소 통보일자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

2022.02.23.(수)

4. 주요 일정
가. 수강신청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ㅇ 수강 신청기간 : 2022. 2. 15.(화) ~ 2. 22.(화)
ㅇ 수강 정정기간 : 미정 (학과 담당자 또는 지도교수와 반드시 상의바람.)
※ 학과 연락처는 대학원 홈페이지(https://webgs.jnu.ac.kr/Eng/default.aspx)에서 학과 전화번호를 참고
ㅇ 신청 방법 : 전남대학교 수강신청 사이트(http://hak.jnu.ac.kr/ARSAMWeb/HAK/MAIN/Login.aspx)

학기 개시일 후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로그인 ID: 수험번호 / PW: 생년월일 (생일이 1991년 9월 29일인 경우 비밀번호는 910929가 됩니다.)
※ 개강일(2022. 3. 2.) 이후에는 ID가 수험번호가 아닌 학번으로 자동 변경되며 학번은 개강일(2022.3.2.) 이후 국제협력과에서 안내 예정
나. 외국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ㅇ 일시 : 개강일 전 실시 예정으로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 ※신입생 참석 필수

※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은 최소 통보일자 전까지 국제협력과 담당자에게 자퇴사실을 알려야하며,
최소 통보일 이내에 자퇴신청서를 받아 서명을 완료한 자퇴신청서를 국제협력과 담당자에게 제출 후
최종 확인을 받아야 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 금액 수령 가능
※ 학기 개시일 후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과 담당자에게 자퇴사실을 알리며,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함

ㅇ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학사, 비자 등 외국인 유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모든 신입생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및 일정은 추후 이메일로 별도 공지 예정
다. 개강일(수업 시작일) : 2022. 3. 2.(수)

5. 비자관련(국외체류자)
가. <<국외체류자>>(중국 포함)는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아 자국의 대한민국대사관에 유학 비자

▶ 하위 학위과정(학사 또는 석사) 졸업 후 상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D-2-2→D-2-3, D-2-3→D-2-4)
※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비자 만료일과 상관없이 반드시 학기시작 전 (2022.3.2.)까지 등록 신고 필수

(D-2)를 신청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1) 통합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반드시 컴퓨터로 작성)

※ 표준입학허가서는 국제협력과에서 우편 발송함(등록금 납부 확인 이후 1월 말 발송예정)

(2)
(3)
(4)
(5)
(6)
(7)

※ 유학 비자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제출서류에 대해 대사관(영사관) 홈페이지를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비자관련(국내체류자)
가. <<국내(한국) 체류자>>는 현재 체류기간 만료일 및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국제협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학생의 개별 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국제협력과에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국외에서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한국)체류자는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비자 변경 및 취득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 단체 접수 예정: 2월 14일(월), 2월 15일(화), 2월 16일(수) 14:00 ~ 17:00
(단체 접수 일정 외 기간에는 비자 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내(한국) 체류자 비자 종류 별 준비 서류:
※ 입학 신청 시 제출한 서류(최종학력입증서류)는 비자 신청 시 사용할 수 없으니 다시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명시된 비자 외 다른 비자 종류를 소지하고 있을 시 (예: D-10) 전남대학교 졸업자라고하여도 반드시 미화 18,000을 반드시 보증해야 함.

▶언어연수 비자(D-4→D-2) 변경 ※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비자 만료일 전까지 반드시 서류 접수 및 등록 신고 필수
(1) 통합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반드시 컴퓨터로 작성)

표준입학허가서(국제협력과 수령)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6만원
등록금 납부 확인서(국제협력과 수령)
하위과정 졸업 증명서(3.최종학력입증서류 내용 참고, 원서접수 시 제출한 서류 사용 불가하니 재발행하여 제출)
하위과정 성적 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계약 만료일 이전 서류에 한해 인정 함)
-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거주/숙소(기숙사)제공 확인서
-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및 계약 명의자 신분증

(8) 본인소유의 국내 은행 계좌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2월 중 발급한 것에 한해 인정 함):
- 전남대학교 졸업생: 미화 9,000불 또는 한화 약 10,100,000원,
- 타 대학 졸업생: 미화 18,000불 또는 한화 약 20,200,000원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증서를 제출(장학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재정능력 입증필요)

▶ 전남대 또는 타 대학 자퇴 후 전남대학교 입학하여 자격연장 혹은 등록 변경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자격 연장 또는 변경이 불가 하나, 부득이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니 관할 출입국(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과정을 재진학하여 자격연장 혹은 등록 변경하는 경우
(석사 ▶ 석사 또는 박사 ▶ 박사 동일과정 진학하여 동일 과정을 재진학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자격 연장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비자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2차 합격자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지 변경 신고: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반드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2) 표준입학허가서(국제협력과 수령)
(3)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13만원(변경 10만원,등록증 교체 3만원), 여권용 사진 1장(흰 배경)

새로운 주소를 적을 수 있는 공란이 있는 경우 가까운 구청에서 새로운 주소를 등록할 수 있고 공란이 없을 경우 광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 및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수료 3만원 필요)

(4) 등록금 납부 확인서(국제협력과 수령)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언어교육원 성적증명서, 이수증명서
(6) 최종학력입증서류(3.최종학력입증서류 내용 참고, 원서접수 시 제출한 서류 사용 불가하니 재발행하여 제출)
(7) 체류지 입증서류(계약 만료일 이전 서류에 한해 인정 함)
-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거주/숙소(기숙사)제공 확인서
-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및 계약 명의자 신분증

(8) 본인소유의 국내 은행 계좌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2월 중 발급한 것에 한해 인정 함)
-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생: 미화 9,000불 또는 한화 약 10,100,000원,
- 타 대학 언어교육원생: 미화 18,000불 또는 한화 약 20,200,000원

7. 비자관련(기타사항)
비자 신청 시 법무부장관 고시 국가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력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고시 국가(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
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이집트, 가나, 페루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증서를 제출(장학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재정능력 입증필요)

▶ 전남대학교 교환학생에서 정규 학위과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D-2-6→D-2-3, D-2-4)
(1) 통합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반드시 컴퓨터로 작성)
(2) 표준입학허가서(국제협력과 수령)

* 학력입증서류: 3. 최종학력입증서류 내용 참고 바람
**재정능력 입증서류

(3)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6만원

- 재정능력 증명은 1년간의 재정능력(등록금+체재비) 입증을 원칙으로 함

(4) 등록금 납부 확인서(국제협력과 수령)
(5) 성적증명서

- 재정능력 입증서류 종류: 잔고증명서, 통장, 장학금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등

(6) 최종학력입증서류(3.최종학력입증서류 내용 참고, 원서접수 시 제출한 서류 사용 불가하니 재발행하여 제출)

(미화 1만8천불 이상 증빙 필요)
-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함

(7) 체류지 입증서류(계약 만료일 이전 서류에 한해 인정 함)

- 잔고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잔고증명서 상에

-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거주/숙소(기숙사)제공 확인서
-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및 계약 명의자 신분증

(8) 본인소유의 국내 은행 계좌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2월 중 발급한 것에 한해 인정 함):
- 전남대학교 교환학생: 미화 9,000불 또는 한화 약 10,100,000원
- 타 대학 교환학생: 미화 18,000불 또는 한화 약 20,200,000원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증서를 제출(장학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재정능력 입증필요)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 서류가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되어 있을 때는 번역본 제출 필요(국문 또는 영문)
※ 비자신청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서류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출서류에 대해 반드시 자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확인하여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생활관 입주신청(광주캠퍼스)

9. 외국인 유학생 보험가입

광주캠퍼스의 경우 국제협력과를 통한 단체신청은 9동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외 동 입주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가. 보험가입 의무

입주자 본인이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신청을 희망할 경우 생활관에 대한 신청 방법은 생활관 홈페이지(http://dormitory.jnu.ac.kr/)에서 확인하며, 입주

-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될 예정입니다.
- 보험가입금액 등 세부내용은 최종 등록자에 한해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및 선발자 동.호실 신청은 필히 입주자 본인이 착오없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캠퍼스의 경우 별도 안내 예정

10. 문의처

가. 국제협력과 단체 신청 (광주캠퍼스)
1) 대상: 광주캠퍼스 (9동 입주 희망자)
2) 신청방법: 국제협력과 자체 설문조사
3) 신청기간: 추후 공지
※ 한번 작성한 설문조사는 추후 절대로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며, 취소 시 기숙사에서 지정한 취소 수수료를

구 분

담당자

입시(입학)

노유진

비자

박은지

생활관(광주 캠퍼스)

광주 생활관

생활관(여수 캠퍼스)

여수 생활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기한 내 마무리하지 않을 시 기숙사 거주에 대한 우선권을
상실하며, 추후 신청 희망 시 본인이 직접 생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국제협력과 단체 신청으로 생활관을 신청한 경우, 반드시 국제협력과에서 안내한 기한 내 생활관 비 납부를 완료해야하며
동.호실은 자동적으로 배정됩니다.

담당자 연락처
(TEL) +82-62-530-5952, (FAX) +82-62-530-1269
(E-MAIL) internia@jnu.ac.kr
(TEL) +82-62-530-1267
(E-MAIL) eunjee@jnu.ac.kr
(TEL) +82-62-530-3733~4
(WEB) https://dormitory.jnu.ac.kr/Main.aspx
(TEL) +82-61-659-6813~4
(WEB) https://house.jnu.ac.kr/default.aspx

※ 9동의 경우 별도로 요리할 수 있는 공간(주방)이 없으니 참조

○ 학교 주소
(국문)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번지 G&R Hub 214호 전남대학교 국제협력과 우편번호: 61186
(중문)大韩民国光州广域市北区龙路77号 全南大学国际协力本部2楼 214号 邮编:61186

※ 여수캠퍼스의 경우 별도 안내 예정

(영문)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214, Yongbong-ro 77, Buk-gu, Gwangju, 61186, South Korea

나. 개별 신청
1) 대상: 국제협력과 단체 신청하지 않은 지원자
2) 신청주소: https://dormitory.jnu.ac.kr

2021. 11. 9.

3) 신청방법: ★임시로그인 ID: 수험번호 / PW: 생년월일
(생일이 1991년 9월 29일인 경우 비밀번호는 910929.)

전남대학교 총장

4) 신청기간: 생활관 홈페이지(http://dormitory.jnu.ac.kr/) 참조
※ 개별 신청을 희망할 경우 생활관에 대한 신청 방법은 생활관 홈페이지(http://dormitory.jnu.ac.kr/)에서 확인하며, 입주
및 선발자 동.호실 신청은 필히 입주자 본인이 착오 없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캠퍼스

광주

여수

구분

9동

푸른학사(여)
열린학사(남)
미래학사(남)

기숙사비용(원)

원룸형
(2인 전용)

2인실

아파트형
(6인 공동)

2인실

아파트형
(6인 공동)

2인실

입주기간

597,400

단기입주(약 4개월, 방학기간 미포함)

970,100
551,000
897,700

장기입주(약 6개월, 방학기간 포함)
단기입주(약 4개월, 방학기간 미포함)
장기입주(약 6개월, 방학기간 포함)

604,200

단기입주(약 4개월, 방학기간 미포함)

※ 위 금액은 2021학년도 후기 기준이며 비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광주캠퍼스 9동 외 다른 생활관 정보는 생활관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며, 국제협력과를 통한 신청이 절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생활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입주자 본인이 기한 내 착오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관 이용 규칙, 생활 안내에 대한 내용은 생활관 홈페이지 ‘생활안내’ 메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관 신청 및 관련 문의는 각 캠퍼스 별 생활관 홈페이지(https://dormitory.jnu.ac.kr/)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2021년 2학기 장·단기 입주자(2022년 1학기 입주희망자)중 1학기 2학기 학적구분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
(예: 전남대학교 학부에서 대학원 진학,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진학,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대학원 진학)
→ 신규 입주신청자에 해당되며 대학원 수험번호로 입주신청 해야 하고 1학기 입주신청은 가능하나
자기 방 연장은 할 수 없음. (단, 입주신청 기간에 대학원합격자 이어야 1학기 입주신청 가능 함)
예) 2학기: 학부(또는 대학원)학번 123456 → 1학기 대학원 신청 수험번호로 신청: 123403001
2학기: 언어연수생 kr123456 → 1학기 대학원신청 수험번호로 신청: 123403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