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학생 등록금 납부 방법 】
1. 신용카드 결제
바오로딸 성경학교 홈페이지에서 ‘3D 인증’이 확인된 신용카드(VISA, MASTER, JCB)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 납부 방법
① 재학생: 홈페이지 로그인 > 납부 > 등록금 > 과정 선택 > 주소변경 > 결제
② 신입생/보류/휴학생: 홈페이지 로그인 > 입학안내 > 납부 > 등록·재등록금 > 과정 선택 > 주소변경 > 결제
※ 3D 인증(3D Secure, 해외안심결제)이란?
해외 전자상거래 시 카드사가 직접 카드 사용자들을 인증하는 국제 표준 규칙으로
사용자가 직접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서 보다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바오로딸 성경학교는 현재 VISA, MASTER, JCB 등 3종의 해외발행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며,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해외발행 카드로 결제 시 3D Secure 인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3D Secure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드사별로 Visa 3D, Master SecureCode,
JCB J/Secure 인증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3D Secure 서비스는 카드 또는 계좌번호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제3자의 무단 도용에 대비해 추가적으로 보안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인증과 관련된 절차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 카드 (VISA Card)
http://usa.visa.com/personal/security/security-program/verified-by-visa.jsp
◆ 마스터 카드 (MASTER Card)
http://www.mastercard.us/securecode.html
◆ JCB 카드 (JCB Card)
http://www.jcbcard.com/security/jsecure

2. 실시간 계좌이체
바오로딸 성경학교 홈페이지의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바오로딸 성경학교 계좌로 즉시 이체하는 방법입니다.
▸ 납부 방법
① 재학생: 홈페이지 로그인 > 납부 > 등록금 > 과정 선택 > 주소변경 > 결제
② 신입생/보류/휴학생: 홈페이지 로그인 > 입학안내 > 납부 > 등록·재등록금 > 과정 선택 > 주소변경 > 결제

3. 무통장입금
직접 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해 바오로딸 성경학교 계좌로 즉시 이체하는 방법입니다.
국민 017-25-0016-529

재)성바오로딸수도회

농협 171104-51-007245 재)성바오로딸수도회
※ 해외 은행 계좌에서 송금 시 해외와 국내 은행에서 각각 수수료를 징수하므로,
해당 과정 등록금에 수수료(25,000원 정도)를 추가해서 송금하셔야 합니다.

4. Bank Check 또는 Money order
해당 등록금(재등록금)의 액수만큼 발행한 후에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에서 발행한 머니 오더는 한국에서 교환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십시오.
⇒ 수신인: Daughters of St. Paul(성바오로딸수도회)
주소: (01156) 서울시 강북구 오패산로 184 바오로딸 성경학교
PAULINE BIBLE INSTITUTE
184, Opaesan-ro, Gangbuk-gu
SEOUL 01156 Rep. of KOREA Tel. 02)944-0819~0824
※ 납부 처리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 내정보 > 결제내역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