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년도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2021
등록확인예치금 납부고지서 출력 및 납부조회 안내
❒ 조회 가능 일자 : 2020. 12. 24(목) 16:00 ~
❒ 조회방법 : 본교 입학홈페이지 「입학정보통합시스템」에서 확인(출력) 가능
※ 등록확인예치금 : 140,000원
※ 최초/충원합격자 장학금 등은 입학 이후(2021년 5월 이전) 지급 예정(등록금 고지서에 감면 고지되지 않음)

 납부고지서 조회 방법
1. 세명대학교 입학홈페이지 내「입학정보 통합시스템」클릭

「입학정보 통합시스템」클릭!

학생 성명, 수험번호(본교 수시모집 원서접수시
부여받은 수험번호),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2. 입학정보 통합시스템 로그인 화면

김세명

김세명

1999년 1월 1일

최초합격자 발표 클릭 →
합격여부 우측의 「고지서 출력」

100001

[유의사항]

[납부고지서 양식]

∙ 합격(최초/충원)자 발표는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하므로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김세명

100001
100001
1999년 1월 1일

100001

김세명

김세명
140,000원

140,000원

∙ 합격자별 지정된 등록기한내 미등록시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불합격(등록포기)처리함.
또한, 등록금 납부 후 본교 홈페이지에서

600-01-123456

김세명

김세명

600-01-123456

반드시 납부확인(조회)을 해야 하며, 미확인
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
로함
∙ 수시모집 합격자(최초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지원 불가

김세명

600-01-123456

 등록확인예치금 납부조회 안내
1. 신한은행 사이트를 통한 납부조회 방법
(1) 합격자(최초/충원) 중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자 : 납부 후 실시간 조회 가능
(2) 신한은행 사이트(https://www.shinhan.com/index.jsp) 하단의‘대학등록금’클릭 →
‘대학등록금 납부조회’클릭

(3) 대학등록금 납부조회
① 학 교 : 【54600-세명대학교(신)】선택
② 학 번 : 세명대학교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수험번호 입력
③ 납부가상계좌번호 : 세명대학교 등록확인예치금 납부가상계좌번호 입력
※ 납부가상계좌번호의 경우 본교 입학홈페이지 -‘입학정보 통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④ 성 명 : 학생의 성명 입력

①

②
③

④

102000

2020.12.28

김세명

140,000

140,000

2. 휴대폰 납부 알림문자 안내
(1) 학생이 입학원서 작성시 기재한 학생 본인 휴대폰으로 예치금 납부 알림문자 안내
(2) 문자 알림 예시
[신한은행] 등록금 납부완료 알림 - 세명대 김세명 12/28 납부금액 140,000원

3. 본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조회 방법
본교 입학홈페이지 – 「입학정보통합시스템」 로그인 후 확인

(1) [최초합격자] 납부 당일 21 : 30부터 조회 가능
※ 12. 30(수) 납부자는 19:00부터 확인 가능

(2) [충원합격자(실시간 충원)] 납부 당일 21 : 30부터 조회 가능
※ 입학정보 통합시스템 로그인 후,
왼쪽메뉴를 통해 등록(납부) 확인 및 등록확인예치금 납부확인서 출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