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등록금 납부 방법 안내
How to pay JBNU tuition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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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일정 Tuition fee payment period
고지서 출력일 Payment Bill Print-out

납부기간 Payment Date

1차 (Round 1)

2020.7.14(Tue)

2020.7.15(Wed) 9:00 - 7.17(Fri) 17:00

2차 (Round 2)

2020.7.24(Fri)

2020.7.27(Wed) 9:00 - 7.29(Fri) 17:00

3차 (Round 3)

2020.8.17(Mon)

2020.8.18(Tue) 9:00 - 8.20(Thu) 17:00

※ 단, 매일 17:00-18:00는 은행마감으로 납부 일시 불가
Please be aware that the payment system works until only 17:00(KST) ever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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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방법 How to pay the tuition fee

고지서 출력
Print the bill

등록금 납부

등록금 및 장학금 확인
⇨

Check Tuition fee &
Scholarship

⇨

(은행방문, 인터넷뱅킹, 폰뱅킹)
Tuition Fee Payment
(Visit Bank, Internet banking, Phone banking)

※ 국내에 있는 학생 For students who are in Korea
- 한국에 있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다른 대리인을 통해서 한국에서 납부가 가능한 학생은 전북은행과
농협은행모두 납부 가능합니다. 고지서에 있는 계좌번호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점이든 상
관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The tuition fee can be paid by visiting JB Bank(전북은행) or NH Bank(농협은행). You can visit
the bank by yourself or others can do for you as well. And it can also be transferred to JB
Bank(전북은행) or the NH Bank(농협은행) by on-line banking or by phone banking. Please
check the tuition fee payment bank account number written on the bill.
Location: Any branch offices of JB Bank(전북은행) and the NH Bank(농협은행)
※ 해외에 있는 학생 For student who are abroad
- 해외에 있는 학생은 오직 농협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전북은행 납부 불가!!)
Those who are abroad can use Nonghyup bank only for tuition fee payment!
If you’re trying to pay the tuition fee outside Korea, please consider that Jeonbuk Bank is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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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출력방법 How to print bill

① http://all.jbnu.ac.kr/jbnu/enro/index.html 접속 (visit website)
-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세요 When you can check the tuition fee, please use “Internet Explorer”
※ 인터넷 싸이트는 고지서 출력일 전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The site doesn’t open before the print-out day.
② 신(편)입생 등록금 고지서 출력 클릭 (Click “신(편)입생 등록금 고지서 출력”)

③ 수험번호, 생년월일, 성명 입력 (Enter your application no, Date of Birth -YYMMDD, Korean Nam
e)

* 수험번호Application No. : 2020F41***
학번이 아니고, 수험번호 입니다! (Not Student ID, but application No.)
* 생년월일Birth : 6자리만 입력(YYMMDD)
* 이름Name : 한국어 이름 입력 Korean Name, 띄어쓰기 없이 입력 please do not enter blank

④ 저장 버튼 클릭
click save button

⑤ 등록금액 및 장학금 확인, 출력 Check Tuition fee & Scholarship / Print the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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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하는 법 International Transfer
내용
은행명

Bank Name

Nonghyup Bank

SWIFT CODE
받는사람

Beneficiary name

계좌번호
은행주소

NACFKRSEXXX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ccount no

고지서에 있는 번호 Account number on your tuition fee bill

Bank Address

120, Tongilro, Jung-gu, Seoul, Korea

필수정보 기입

학번, 이름(영어) Student ID, Name(english)

수수료 부담 표시 Details of Charge

“OUR” 선택 Select “OUR”

※ 입금 시 은행 수수료는 학생 부담입니다.
All transaction fees should be covered by students.
※ 수수료를 생각해서 약 50달러를 추가로 보내기 바랍니다.
To avoid underpayment, please transact the exact amount or around $50 more.
※ 돈이 덜 입금되는 경우 추가로 돈을 내야하며, 돈을 더 많이 낸 경우에는 나중에 환불 처리 됩니다.
If the tuition fee is insufficiently transacted, the lacking amount should be paid again and if it
is overpaid, the remaining amount will be refunded la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