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유의사항 안내
합격자 등록 예치금
□ 합격자 등록예치금 납부기간 : 2019. 12. 11.(수) ~ 13.(금) 17:00까지
(등록확인 예치금으로 200,000원을 납부하며, 나머지 금액은 등록금 최초
등록기간인 2020. 2. 5.(수) ~ 2. 7.(금)까지 납입금총액과 상계하여 납부
하여야 함)

□ 납부방법
① 가상계좌 이체

② 농협지점 직접방문

③ 농협 인터넷뱅킹

④ ATM 공과금 수납기

※ 자세한 등록예치금 납부방법 안내는 입학 홈페이지>입시도우미>공지사항 참고바람.

충원합격자 발표 및 신입생 최종등록
□ 발표기간 : 예치금 등록기간이후 ~ 2019. 12. 19.(목) 21:00까지
(수시전형기간 중 필요에 따라 입학원서상의 모든 연락처로 연락하며, 입학
원서상의 모든 연락처 연락불가에 따른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며, 모든 연
락처 연락불가 시 차 순위 예비합격자에게 추가합격을 통보함)

□ 신입생 최종등록금 납부기간 : 2020. 2. 5.(수) ~ 2. 7.(금) 17:00까지
※ 납부방법은 예치금 납부방법과 동일함.

합격자 유의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최종합격한 자(최초합격
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합격여부 확인
인터넷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대화 중 착오 가능성 및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전화로는 문의 받지 않음.

□ 합격자 등록
합격자는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중등록 또는 미등록시는
합격을 취소함.
- 간호학과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모집단위(일반학생전형, 농어촌전형)는
2019. 11. 1.(금) 예비합격자만 발표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최저학력기준
적용하여 2019. 12. 10.(화) 14:00 발표함.

□ 국가유공자 자녀
해당 보훈지청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2020. 1. 6.(월)까지 본교
학생처에 제출하면 수혜금액을 공제한 후 등록금고지서를 발급함.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
- 주소 : (우)58607, 전남 목포시 영산로 697 목포가톨릭대학교 학생처

□ 등록금 환불신청
- 기간 : 최초등록금 납부 ~ 2020. 2. 21.(금)까지 신청자에 한함
- 구비서류 : 등록금 환불신청서(본대학교 소정양식), 본대학교 등록금납입
영수증, 수험생 및 보호자의 신분증, 수험생의 통장사본
- 제출처 : 본 대학교 입학처

기타사항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입학식 일정은 2020년 2월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장학금 및 기숙사 신청
- 장학금은 학생처로 문의
-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 후 신청
- 신입생 중 기숙사 입사 희망자는 2020년 1월 중 신청 받을 예정으로 기
숙사 홈페이지(www.mcu.ac.kr/dormitory)에서 확인 후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로 문의바람.
□ 부서별 연락처
- 입학처 061-280-5108, 5150
- 학생처 061-280-5103
- 기숙사 061-280-5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