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에서 등록금을 납부할 때, 외화로 납부할 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번거로운 은행방문 필요 없고, 결제 진행상황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등록금 외화 간편결제란?

납부방법

▪ GLS - 학적/개인영역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출력 메뉴 내 버튼 클릭

▪ 수업료와 기타경비(학생회비 등-선택납부사항) 중 납부할 항목 선택

▪ 계좌이체/카드결제 선택 가능, 타인(부모님) 카드 결제 가능

▪ 외화(USD, CNY 등) / 원화 선택 가능

프로세스

결제완료

납부처리중

납부완료

▶학생 결제 완료 (계좌이체를 선택한 경우 이체까지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

▶결제업체에서 학교로 등록금 이관하는 단계로, 외화송금 등의 사유로 2일 정도 소요

▶등록금 납부 완료 (등록사실확인서 출력 가능)

▪ 결제완료 후에는 취소 불가

▪ 진행단계는 이메일과 GLS – 등록금고지서출력 - 등록금외화결제 메뉴에서 확인 가능

＊카드결제
- 1~2일 소요

＊계좌이체
- 3~4일 소요

납부방법
미리보기

https://youtu.be/XfxgA-KsY5c


▪ Convenient way to pay tuition ONLINE, from overseas, or in foreign currency.

▪ No need to visit the bank,  easy payment tracking

Tuition payment in Foreign Currency

How to

▪ GLS – Academic Status/Personal Area – Tuition fee – Print Tuition Notice -

▪ Various payment method available (Credit Card, Bank Transfer), Parents’ credit card also available

▪ Various payment currency available (USD, CNY, KRW, etc) 

Process

Initiated

Processing

Completed

▶Payment from student is completed. 
(In case of bank transfer, remittance should be made to the designated account. )

▶Payment is being transferred to SKKU.(It takes about 2 days due to international wire transfer.)

▶Enrollment is completed. (You can print out the Certificate of Enrollment.)

▪ Payment can not be cancelled after initiated.

▪ You can track your payment via email or from GLS.

＊Credit card
- 1~2 days

＊Bank transfer
- 3~4 days

How to pay
PLAY

https://youtu.be/qsfKr1ggtyQ


▪ 在海外缴纳登录金时，外汇缴纳时，可以方便地通过网上结算的方法。

▪ 不需要麻烦得访问银行，可以马上确认结账进行状态。

登录金外汇是？

缴纳方法

▪ GLS – 学籍/个人领域 – 登录/ 奖学- 点击登录金通知书打印栏内的 按钮

▪ 学费和其它费用（学生会费用等-选择缴纳项目）中选择要缴纳的项目

▪ 可选择转账/信用卡结账 (父母的信用卡也可以)

▪ 可选择外汇（USD,CNY等） /韩元

程序

申请缴纳

缴纳处理中

缴纳完毕

▶ 结账完毕(选择转账时成功转账以后才可以进行下一步)

▶ 学费正在向学校移交(汇外币需要两天左右)

▶ 登录金缴纳完毕(可以打印登录事实确认书)

▪ 申请缴纳后不可取消结账

▪ 进行步骤可以在GLS –打印登录金通知书-登录金外汇结账栏上确认

＊信用卡结账
-耗1~2天

＊转账
-耗3~4天

缴纳方法
PLAY

https://youtu.be/sNbTTyW8O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