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28(수)

2017학년도 1학기 대학원 외국인 입학 전형 합격자를 위한 안내

대학원 외국인 입학 전형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대학원에서는 12월 230일까지 개별적인 안내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며, 만약 12월 30일까지 합격 관련
상세한 안내 이메일을 받지 못하실 경우에는 jinny@inha.ac.kr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학원 입학 예정 여부 확인 요청
- 1월 1일(일)까지 입학예정 여부에 대하여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jinny@inha.ac.kr 로 이메일 발송 요망
* 이메일을 보내주실 때에는 ‘수험번호’, ‘성명’을 반드시 언급하신 후, 현재 우편물을 받아 보실 수
있는 ①주소(도로명 & 번호 포함), ②우편번호, ③연락가능한 전화번호(핸드폰 번호 포함)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현재 체류국가에 대해 ①한국, ②중국, ③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국가명) 중
하나로 표시하여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비자를 소지하고 계실 경우, 소지하고 계신 비자 유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D-2, D-4, F-3 등)

- 입학예정여부에 대한 확인 이메일을 수신하신 못할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업무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어 반드시 입학예정 여부에 대해 대학원으로 의사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 입학 및 장학금을 포기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간략하게 사유를 명시하시어
jinny@inha.ac.kr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예정교수님께도 이메일을 보내어 입학포기에 대한 의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학일 이전에 한국 비자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거나, 2017년 월 말에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2. 건강검진결과표 제출 요청
1) 외국인 합격자는 개별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후 지정양식에 따른 결과 제출 요망
2) 건강검진결과표 지정양식 안내
A. 자가 건강 확인서(Form 1) : 외국인 합격자 본인 작성
B. 의사 발급 공식 건강검진표(Form 2) : 병원에서 건강검진 실시 후 흉부 X-ray, 혈액 검사 등의
결과를 의사가 작성하도록 함
* 지정양식 내려받기(Download the designated form)
[한국어/Korean] :
http://grad.inha.ac.kr/board_data/View.aspx?Seq=43374&CateNum=180&PageNum=0&SearchField=Title&Key
word=&SortExp=&SortDir=0

[영어/English] :
http://gradeng.inha.ac.kr/board_data_en/View.aspx?Seq=43376&CateNum=0&PageNum=0&SearchField=Title
&Keyword=&SortExp=&SortDir=0

3) 건강검진결과표 목록
- 자가 건강 확인서(Form 1)와 의사 발급 공식 건강검진표(Form 2) 원본(서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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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대학원행정실(본관 317호), (우편번호) 22212
4) 건강검진결과표 제출 기한
해외 체류 중인 합격자 : 2017. 1.10(화)까지 스캔 제출
- 건강검진결과표 스캔 파일(PDF, JPG 등)을 1.10(화)까지 jinny@inha.ac.kr로 우선 제출 후
원본 서류는 한국입국 후 제출 (원본은 2017. 2.27(월)까지 대학원행정실로 제출)
- 건강검진결과표 스캔파일 제출 완료되어야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신속한 협조 요망
국내 체류 중인 합격자 : 2017. 1. 10(화)까지 원본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국내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지정양식과 더불어 병원별 자체 양식 첨부 가능.
<참고> 인하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Inha University Hospital, International Healthcare Center)
건강검진 문의 : 032-890-2080 (담당자: 유형지)
5) 건강검진 실시 관련 비용은 합격자 본인 부담에 해당.
6) 건강검진 결과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학업 활동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3.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및 송부 관련 안내
A. 담당자 : 국제교류팀 홍혜인(Ms. Hong Hye-in)선생님
① E-mail : hhyein@inha.ac.kr
② Phone : (International) +82-32-860-7037
(Domestic) 032-860-7037
B.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및 배포 : 1월 중순 ~ 2월
- 건강검진결과표 제출 완료자에 대하여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및 배포 예정
C.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합격자 관련 안내
- 2017년 2월 20일~24일에 등록을 완료한 후 2월 26일까지 D-2 비자 연장 또는 D-4에서 D-2로
비자 변경 등 진행(F-3, F-4등 기타 비자 소지자는 개별적으로 각 비자 유형에 따라 변경/연장 요망)
- 현재 보유 중인 한국 비자가 2월 마지막 주 이전에 조기 소멸 예정인 경우, 국제교류팀 홍혜인
선생님께 1월 또는 2월 초 중에 개별적인 긴급 상담을 받은 후 비자 문제 처리 요망
- 2월 중 국제교류팀(학생회관 313호)을 방문하여 표준입학허가서 및 비자 발급 관련 서류를 수령하며,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물 발송 요청 진행 요망

D. 해외 국가 체류 중인 합격자 관련 안내(중국 포함)
- 1월 중순 경 국제교류팀에서 국제우편(DHL, EMS 등)을 통해 표준입학허가서 및 비자 발급
관련 서류를 직접 우편으로 송부 예정
- 표준입학허가서 수령 후 자국 내 한국대사관에 방문하여 한국 비자(D-2) 발급 신청 및 취득
- 국제교류팀에서는 표준입학허가서 우편 발송을 위해서는 정확한 주소 및 우편번호, 연락가능한
전화번호가 필요하므로, 해당 정보를 1월 1일(일)까지 jinny@inha.ac.kr로 제출 요망.
※ 대학원에서는 입학예정 여부에 대한 확인 이메일 없이는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및 후속적인
입학 업무를 진행해나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입학예정 여부에 대해 대학원으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대학원에서는 합격자들에게 비자 발급 및 입학 관련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해주시기 않을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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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석국제장학생 선발 및 장학 제도 관련 안내
A. ‘합격자조회’ 웹화면에서 정석국제장학생 선발 결과도 동시 확인 요망
1) 정석국제장학금액은 인하대학교 대학원 입학시 1차 학기에 수혜하게 될 금액을 의미함.
2) 정석국제장학금 유형
① 등록금 전액 : "수업료와 입학금의 합계"의 전액 (100%)
② 등록금 70% : "수업료와 입학금의 합계"의 70%
③ 등록금 반액 : "수업료와 입학금의 합계"의 반액 (50%)
* 수혜불가(None) : 비장학생을 의미함. (등록금 관련 장학금액 0원)
B. 2017학년도 기준 등록금 안내 (학기당 수업료 및 입학금)

분야
(학기당)

등록금액
수업료 (KRW)

석사, 박사, 통합 과정 (동일)
공학/예능

이학/체육

인문사회

의학

5,895,000

5,471,000

4,552,000

7,457,000

입학금 (KRW)
*
*
*
*

1,041,000

등록금은 학기당을 의미하며, 1년에 2개 학기 존재
대학원 원우회비 : KRW 8,000
입학금 : 1차 학기에만 납부
보험료 : 약 70,000원/학기

- 납부 예정 금액 산출 방법(2017학년도 등록금(수업료 + 입학금) 내역 기준) : 합격자별로 계열 및
장학금액에 따라 납부 예정 금액 산출 가능. 만약 경영학과 또는 국제통상학과 반액장학생 합격자일 경
우, KRW 2,796,500 + 보험료 납부 예정. [(4,552,000 + 1,041,000)/2 = 2,796,500 + 보험료]
- 2017년 2월 중순 경 INS 포탈시스템(http://portal.inha.ac.kr)에 로그인 후 등록금고지서를 인쇄
한 후 2월 20일(월)부터 24일(금) 사이에 하나은행 또는 재무팀(본관 1층)을 통해 등록금액 납부.
C. 정석국제장학금 운영 지침
- 총 평점평균 3.3 이상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 수혜 정지
D. 정석국제장학금 지급 기간
- 석사 과정 : 4차 학기까지
- 박사 과정 : 6차 학기까지
- 통합 과정 : 10차 학기까지
E.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내용 참고 요망 : http://gradeng.inha.ac.kr ▶ Admission ▶ Scholarships

5. 2017학년도 1학기(가을학기) 개강일 : 2017년 2월 27일(월)
- 대학원 외국인 신입생의 경우 반드시

2월 24일(금) 오후 4시 전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2월 마지막 주 중에는 입국이 이루어져야 함.
- 한국 입국 비행기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학생 멘토에 해당하는 2017 대학원 외국인 홍보대사
학생들에게 연락하여 입국 일정 통보 요망
-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한국 비자(D-2) 취득, 한국 입국, 등록 완료 등에 실패할 경우,
입학 취소 처리 예정

6. 생활관(Dormitory) 신청 안내

(생활관 홈페이지 : http://dorm.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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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 홈페이지 방문 후 2017학년도 1학기 생활관 신청 안내 공지사항 확인 요망.
생활관 신청서 지정 양식 내려받기 가능.
[한국어/Korean]
http://dorm.inha.ac.kr/board_notice/View.aspx?Seq=15784&CateNum=0&PageNum=0&SearchField
=Title&Keyword=&SortExp=&SortDir=0
[영어/English]
http://dorm.inha.ac.kr/board_notice/View.aspx?Seq=15785&CateNum=0&PageNum=0&SearchField
=Title&Keyword=&SortExp=&SortDir=0
- 대학원 외국인 신입생의 경우 1차 학기에 대하여 생활관 4인실 우선 입사 대상자로 분류 예정.
지정 기간 내에 생활관 입사 신청서 제출을 완료할 경우 사실상 입사가 확정적임. 단, 우선 입사
대상자로 고려되기 때문에 4인실만 신청 가능.
- 신청하지 않는다면 입사 불가
A. 대학원 외국인 신입생 대상 생활관 입사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마감일 : 1월 6일(금) 17:00>

(1) 생활관 신청서(지정양식) : 생활관 홈페이지 관련 공지글의 첨부 문서 다운
http://dorm.inha.ac.kr/board_notice/View.aspx?Seq=19487&CateNum=0&PageNum=0&SearchField=Title
&Keyword=&SortExp=&SortDir=0 => '2017-1 대학원 신입생 신청서 (ApplicationFormforDormitory)' 다운
로드하여 작성

(2) 생활관 신청서를 1월 6일(금) 17:00까지 생활관행정실 담당자(happydorm@inha.ac.kr)에게 이
메일 제출
(생활관 신청 마감일을 준수하도록 하며, 대학원행정실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망)
* 생활관 입사 신청서 제출 관련 이메일 제목 :
"2017-1학기 생활관 신청 (1생활관 또는 2생활관 또는 3생활관 구분 표기)"
* 1월 6일(금) 17:00까지 생활관 신청서 미제출시, 생활관 입사가 불가능함.
B. 생활관 입사 대상자 발표 : 2017년 1월 16일(월) 11시 예정
C. 생활관 등록(생활관비 납부) : - 2017년 1월 17일(화) ~ 19일(목) 예정
※ 학사 일정에 따라 입사자 발표 및 등록일이 변경될 수 있음
D. 생활관 입사 시기 : 2017년 2월 24일(금) 09:00 ~ 25일(토) 17:00
- 한국 입국 일정 등과 관련하여 생활관 입사 시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생활관행정실로 사전에
직접 문의 요망. (최소 1~2주 전에 생활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오리엔테이션 일정이 2월 23일 부터이므로, 선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happydorm@inha.ac.kr 에
이메일 보낼 시 반드시 선입사 신청의사와 신청일을 밝힐 것 (선입사기간 : 2월 20일 ~ 2월 24일,
선입사일에 관계없이 선입사 희망자는 약 KRW 20,000~ 30,000의 비용이 추가됨)
※ 생활관 입사 관련 문의 발생시 생활관행정실로 직접 연락 요망
- 제1생활관(인하대학교 정문 건너편) : ☎ +82-32-860-8319
- 제2생활관(인하공업전문대학교 옆) : ☎ +82-32-860-7274
- 제3생활관 : ☎ +82-32-860-7275

7. 학번(Student ID number) 부여 : 2017년 1월 말
- 학번 : 8자리 숫자
- 학번은 INS 인하 포탈시스템(http://portal.inha.ac.kr)의 아이디(ID)로 설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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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비밀번호는 남자 : 5000000, 여자 : 6000000

8. 수강신청 : 2월 6일(월) 09:00 ~ 12일(일)
- INS program(http://portal.inha.ac.kr) 로그인 후 수강신청 진행.
- 1학기에 최대 9학점까지 수강 신청 가능 (1과목 = 3학점)
- 한국어 초급 및 중급 수업의 경우 0학점에 해당
- 방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홍보대사에게 문의 :
http://grad.inha.ac.kr/entrance/ent_030203.aspx

9. 등록 (등록금 납부) : 2월 20일(월) 09:00 ~ 24일(금) 16:00
- 2월 14일 이후 INS program(http://portal.inha.ac.kr) 로그인 후 등록금 고지서 인쇄
- 등록금액, 장학금액, 원우회비, 보험료 등의 금액 확인 요망
- 정석국제전액장학생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은 없지만 보험료는 납부해야 하며,
재무팀(본관 1층)에 방문하여 등록 절차는 반드시 완료 하여야 함.
- 정석국제70%장학생이나 반액장학생은 하나은행 또는 재무팀을 통해 등록금 및 보험료 납부
- 대학원 원우회비(Student union fee) : KRW 8,000
- 은행 업무시간에 맞춰 등록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등록금 납부 진행 가능 (GMT+9)
- 지정된 기간 중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입학 취소 처리 예정.
등록 기간 중 등록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대학원행정실로 별도 연락 요망

10. 대학원 한국어 시험 신청 기간: 2월 20일(월) - 24일(금)
- 외국인 신입생의 경우(TOPIK 3급 이상 취득자는 제외), 대학원에서 제공되는 한국어 초급 및 중
급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2017년 3월 2일(수)(변경될 수 있음)에 실시되는 한국어 시험에 응시해
야 함. 2월 중순 경 시험 신청 및 시험 실시에 대한 재공지 예정.

11. 의료보험가입 안내 (외국인 신입생 의무 가입)
- 인하대학교에서는 대한민국 교육부 지침을 준수하여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
화하고 있음. 등록금 고지서에 동반하여 청구 예정.
- 기존에 한국에서 가입한 기타보험을 가지고 있는 신입생의 경우 2017년 1월 31일부터 2월 9일의
기간 동안 보험증권 원본을 대학원행정실 제출(방문/우편)

한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동안 질병/상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이어야 함.

12. 대학원 한국어 시험(한국어 수업 반배정용) : 3월 2일(수) 09시 반 ~ 10시 반(예정)
* 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 2월 중순에 재공지 예정

13. 대학원 외국인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 대학원 주관
: 2월 23일(목) 오후 13:00 ~ 14:00
- 대학원 외국인 신입생의 경우 반드시 참석해야 함. 대학원 외국인 신입생 대상 학생 멘토로
활약하게 될 2016 인하 대학원 외국인 홍보대사 학생들과의 만남 예정
* 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 2월 초에 재공지 예정

14. 외국인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및 외국인 등록 - 국제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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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3일(목) 오후 14:00 ~ 17:00
- 외국인 대학원 신입생, 외국인 학부 신입생 참석 예정

15. 수강신청 변경 : 3월 6일(월) 09:00 ~ 8일(수)
▣ 지정과목 : 직전 하위과정에서 진학예정 전공과 다른 전공을 이수하셨을 경우에는 정해진 지정과목을
이수하셔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지정과목의 수와 과목명은 합격자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과목 이수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성적은 전체 평점평균에
반영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학지원 당시 졸업예정자였기 때문에, 최종 성적표와 학위 및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던
지원자들께서는 2월 27일(월)까지 해당 서류들을 대학원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위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학 취소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대학원 오리엔테이션 후 직접제출 가능 (2월 23일 13시 ~ 14시)
구분
국내 대학
졸업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목록
①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졸업일자 및 학위번호 명시, 한국어 서류 제출 요망
② 성적증명서 : 졸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 요망, 한국어 서류 제출 요망
① 졸업증명서와 학위증명서 : 번역공증본(한국어 또는 영어)
② 성적증명서 : 졸업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 번역공증본(한국어 또는 영어)
중국

③ 敎育部學歷證書電子注冊備案表 : http://www.chsi.com.cn에서 발급된
영문 PDF 파일 인쇄본 제출
④ 教育部學位與研究生教育發展中心-(學位)認證報告

해외 대학

: http://www.cdgdc.edu.cn에서 발급받은 영문 원본 서류

졸업의 경우
① 학위증명서 : ⓐ아포스티유 또는 ⓑ자국 내 한국대사관 또는 ⓒ한국 내
자국대사관 확인 서류 제출 요망
중국 외

② 성적증명서 : 졸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 요망, 원본 제출
(기타 언어로 발급된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공증하여 제출 요망)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영사(대사관)확인 서류 제출 권장)

▣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학원행정실(jinny@inha.ac.kr)로
변경된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016 대학원 외국인 홍보대사 학생 현황
[한국어/Korean] : http://grad.inha.ac.kr/entrance/ent_030203.aspx
[영어/English] : http://gradeng.inha.ac.kr/entrance/ent_030401.aspx
[중국어/Chinese] : http://gradcn.inha.ac.kr/entrance/ent_030401.aspx
▣ 대학원 학위취득(졸업) 요건 안내
[영어/English] : http://gradeng.inha.ac.kr/education/edu_040501.aspx
[중국어/Chinese] : http://gradcn.inha.ac.kr/education/edu_040501.aspx
♣ 대학원 외국인 입학 담당자 : 전예진(Ms. JEON YEJIN)
- 이메일 : jinny@inha.ac.kr - 국제전화 : +82-32-860-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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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전화 : 032-860-8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