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입생 등록 유의사항 안내
1. 등록안내
가. 납부기간 : 고지서상 납부기간까지
나. 고지서 출력 : 합격자 발표 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http://ipsi.catholic.ac.kr)
다. 입금방법 : 고지서 상의 우리은행 가상계좌에 입금
1) 가상계좌는 수험생 개인에게 부여된 계좌번호이며 가상계좌에 미입금시
미등록으로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2) 입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학생 본인 부담입니다.
※ 고지서상의 등록금을 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불합격
으로 처리됩니다.
2. 장학생(등록금 실납부금액이“0”원인 전액 장학생) 등록 절차
가. 기타경비 125,000원을 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등록 처리
되며, 미납 시 미등록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나. 관련문의 : 입학관리팀(02-2164-4587, 4528)
3. 보훈대상자 등록 절차
가. 보훈대상자는“대학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대상자 증명서(관할 보훈청)”1부를
고지서 상 납부마감일 오전까지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불가)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본교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합니다.
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 대상자(등록금 실납입액“0”원)의 경우, 기타
경비 125,000원을 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등록 처리되
며, 미납 시 미등록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다. 서류제출 : 본교 니콜스관 1층 학생지원팀(02-2164-4695)
4. 등록금 납부 확인
등록금 납부 후, 입학처 홈페이지(http://ipsi.catholic.ac.kr) 내「등록금 납부
확인」을 클릭하면 등록 납부 및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5. 환불 안내
가. 등록금을 납부한 후 본 대학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ipsi.catholic.ac.kr)에 접속하여 등록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 환불기간 : 2월 14일(목) 16시까지

6.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새내기 인성캠프 안내
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1) 일시 : 2019년 2월 20일(수) 8시 30분 ~ 17시
2) 장소 : 인천삼산월드체육관(실내체육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60 /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 3번 출구)
3) 내용 : 대학생활 및 신입생 수강신청 방법 안내
4) 관련문의 : 학생지원팀(02-2164-4121, 4123)
나. 새내기 인성캠프
1) 일정 : 2019년 2월 20일(수) ~ 2월 22일(금)
2) 장소 : 양평 한화리조트
3) 출발장소 : 인천삼산월드체육관(실내체육관)
[2월 20일(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종료 후 이동]
4) 관련문의 : 학생지원팀(02-2164-4121, 4123)
※ 일정 중 <선배와 함께 하는 수강신청 멘토링> 진행예정이므로 신입생 필히 참석 요망

7. 입학미사
1) 일시 : 2019년 2월 28일(목) 10시 30분 ~ 12시
2) 장소 : 명동대성당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3) 관련문의 : 학사지원팀(02-2164-4048)
※ 입학미사 장소인 대성당이 협소한 관계로 수험생과 동행한 학부모님은 학부모
대기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신입생 국제학사(기숙사) 신청안내
가. 추가합격자 신청기간 : 2월 15일(금) 09:00~17:00 1일간 접수 예정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 한함)
나. 신청방법
1) 국제학사 홈페이지(http://www.catholic.ac.kr/~i-house/) 내
Quick link「신입생 입사 신청」클릭
2)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ipsi.catholic.ac.kr) 내
「신입생 기숙사 신청 바로가기」클릭
다. 선발방법 : 입학점수(60점)와 거리점수(40점)를 합산하여 선발
라. 관련문의 : 국제학사(02-2164-4660,4661)
9. 신입생 결핵검사 결과지 제출안내
가. 검사대상 : 모든 신입생
나. 검사항목 : 흉부 X선 검사
다. 검사장소 : 전국 보건소 및 의료기관

라. 제 출 일 : 2019년 3월 4일(월) ~ 3월 15일(금)
마. 제출장소 : 소속 학부(과) 사무실
※ 국제학사(기숙사)입사 신입생은 입사 시 국제관 운영팀으로 제출
바. 문

의 : 교내 보건실(02-2164-4126)

10. 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문의
- 학생지원팀(02-2164-4122,4488),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1599-2000)
11. 기타
가.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나. 정시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정시모집에 등록한 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