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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학생 보험 필요성

•유학생활 중 예기치 못한 질병 및 상해 발생 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가입방법은 “개별 가입” 또는 “학교 단체 가입” 본인 선택 가능

※ 개별 가입자는 개별 보험에 가입한 학생은 본인의 보험증서를 국제교류원에 제출해야 함.

나. 전주대학교 유학생 보험

•��계약보험업체: 현대해상

•��계약기간: 매 학기 가입(1학기: 3월 ~ 8월, 2학기: 9월 ~ 2월)

•보험료: 학기당 60,000원

•��가입방법: 학부생 등록금 납부 시 자동 가입(등록금 고지서 위탁경비 보험료 포함) 

•��보장 범위

담보명 보장내용 자기부담금
상해사망/후유장애 최대 5천만원 -

질병사망 최대 1천만원 -

상해/질병 입원치료비 최대 3천만원 총 비용의 약 20%

상해/질병 외래통원치료비 방문 1회당 최대 25만원 최소 1만원~최대 총 비용의 20%

상해/질병 약제비 처방전 1건당 최대 5만원 최소 8천원~최대 총 비용의 20%

일상생활배상책임 최고 1천만원 20,000원

해외치료입원의료비 최고 3천만원 “한국병원 진단 후 해외 입원치료”

외국인 특별비용

최고 3천만원 “상해/질병 사망 시 유해 이송비용”

최고 3천만원
상해/질병 14일 이상 입원 시

간병인 부·모 항공료, 숙박비 지원

학교 밖의 생활
Part.Ⅵ

보험 관련 주요 안내

•�비급여 치과치료, 한방치료, 임신·출산 및 피부과, 정신과, 기왕증(보험가입 전 질병), 음주사고, 폭행, 
교통사고 등은 보험 보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은 보험 가입을 꼭 해야 하며, 미가입자 진료비 문제 발생 시 학교에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가입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유학생서비스센터에서 발급 받으세요.

※ 문의 전화: 중앙인스코리아/보험회사(외국어 가능) 02-722-3200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 063-22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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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방법(중앙인스코리아/보험회사)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물 1번’ 또는 우측 QR 코드를 스캔 

하시면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 표를 참고하여 ①공동서류(필수)와 ②~④번 중 진료 관련 영수증을 준비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험회사 KakaoTalk으로 보내면 되며, 청구는 진료 후 2년 이내까지 유효 

합니다.

  보험회사 KakaoTalk ID

•�중국어 담당 KakaoTalk ID: CLAIMS

•�영어 담당 KakaoTalk ID: INSCLAIM

•�베트남어 담당 KakaoTalk ID: INSVIETNAM

 ※ 문의는 언어별 KakaoTalk으로 하면 됩니다.

마. 청구 진료비 환급(70%~80%)

•�청구서 제출 후 최대 일주일 이내에 지급되며, 병원등급(상급종합병원 20,000원, 종합병원 15,000원, 

의원 10,000원) 공제 금액과 총 진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여 보험금을 본인통장으로 지급 

합니다.(면책 사유 지급 불가)

다. 보험료 청구 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①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 개인정보동의서

본인외국인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의료비

② 입원치료
(수술포함)

입퇴원확인서(진단명포함)

진료 병원
치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수술 시 수술확인서

③ 통원치료

진료기록서 또는 초진기록지

진료 병원치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④ 약제비
약국(약제비) 영수증
※ 약 봉투 또는 약 구입 내역 영수증

진료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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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유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인근 병원과 협력을 체결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유학생 보험에서 보장 되지 않는 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플경우 증상에 

맞는 병원을 이용하시면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협력병원 현황

No. 병원명 진료 분야 업무협약 내용

1 위사랑연합내과 일반질병, 위, 대장 내시경 •위·대장 내시경 20～30% 할인

2 소피아여성의원 여성질환 및 예방접종
•의료보험 기준
   (급여진료 30%, 비급여 진료 20% 감면)

3 맑은얼굴피부과 피부질환 •의료보험 기준

4 전주시티병원
골절, 상해, 생활질병

야간진료 및
 토요일 진료가능

•진료비 250,000원 이상 시 입원 진료
•보험 수가 건강보험 100% 적용
•고액 진료시 진료비 지불보증

5 미소심는치과 치과질환
•의료보험 기준
   (급여진료 30%, 비급여 진료 20% 감면)

6 우리들항외과 항문질환
•진료비 30% 감면
•수술시 30% 감면

7
예수병원
(종합병원)

모든 질병 진료 가능
24시간 응급의료센터 운영

•보험 수가 건강보험 100% 적용
•고액 진료시 진료비 지불보증

8 수병원
생활질병, 외과, 정형외과

입원 진료
•보험 수가 건강보험 100% 적용
•고액 진료시 진료비 지불보증

9 삼성안과·이비이후과 눈, 귀, 입
•보험 수가 건강보험 100% 적용
•증명서 발급비 면제

10 명가한의원 한의원
•한약비 30% 할인
•진료비 1 회차 10,000원
              2회차 부터 8,000원

1 1 전주병원
모든 질병 진료 가능

24시간 응급의료센터 운영
•응급초치 중심 치료
•진료비 20~30% 감면

12
대자인병원
(종합병원) 

모든 질병 진료 가능
24시간 응급의료센터 운영
(주간 진료시 통역 가능)

•보험 수가 일반 150% 적용
•고액 진료시 진료비 지불보증
•진료비 30% 감면
•중국, 베트남, 몽골, 영어 통역 지원

• 1일 진료비는 25만 원까지 보상되며, 입원 진료는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치과치료, 한방치료, 임신·출산 및 피부과, 정신과, 기왕증 등은 보험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진료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원 063-220-2344 또는 010-8633-1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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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병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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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병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정보 비고

1 위사랑연합내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62
☎ 063-283-6300

전주대 → 1km
(   10분)

2 소피아여성의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 063-221-0002

전주대 → 1.5km
(   20분)

3 맑은얼굴피부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 22
☎ 063-221-5566

전주대 → 1.5km
(   20분)

4 전주시티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77
☎ 063-239-0114

전주대 → 2km
(  15분)

5 미소심는치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57
☎ 063-241-2804

전주대 → 2km
(  15분)

6 우리들항외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57
☎ 063-225-0770

전주대 → 3km
(  26분)

7
예수병원
(종합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 063-230-8114

전주대 → 4km
(  35분)

8 수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63
☎ 063-251-7200

전주대 → 1km
(   10분)

9 삼성안과이비이후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25
☎ 063-220-0114

전주대 → 1km
(   10분)

10 명가한의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18
☎ 063-231-7582

전주대 → 3km
(  28분)

1 1 전주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두평3길 13
☎ 063-220-7200

전주대 → 4km
(  30분)

12
대자인병원
(종합병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
☎ 063-240-2000

전주대 → 10km
(  50분)

※ 병원정보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병원 위치, 진료시간, 진료과목 등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 
홈페이지 양식자료실           
‘게시물 번호 1번’ 또는 
아래 QR 코드를 스캔 
하시면 자세한 진료비 
청구방법을 보실 수 있 
습니다.

  납부 진료비 환금
(70~80%)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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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韓國語能力試驗, 영어: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은 국가기관인 국립 

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입니다.

전주대학교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부 입학 및 졸업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설명은 개인 접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접수 방법

① www.topik.go.kr 접속 

② 회원가입 (아래 설명 참고)  ※ 유가입자 생략

③ 이용약관 동의(4개 항목)

④ 회원정보 입력(인증코드 Z4XSOCDQ)  ※ * 표시는 빠짐없이 모두 작성하세요.

⑤ 로그인

⑥ 한국응시자 접수 클릭

⑦ 시험장 선택

⑧ 본인 증명사진 및 내용 등록  ※ �√ 항목을 확인한 후 등록하세요.

⑨ 입력 내용 확인하기

⑩ 응시료 결제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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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D 입력 중복체크
확인하세요. 

•* 항목은 빠짐없이 
모두 작성하세요

•이용약관동의
   (4개 항목)

접수 방법 
Tip

접수 방법 
Tip

3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200823011

●●●●●●●●●●

●●●●●●●●●●

대한민국(Rep.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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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빠짐없이 
모두 작성하세요

접수 방법 
Tip

•로그인 하세요

접수 방법 
Tip

• 한국응시자 접수 
클릭하세요

접수 방법 
Tip

휴대폰 번호 필수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국제교류원

4

5

6

Z4XSOC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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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을 검색해서 
선택하세요

접수 방법 
Tip

• 자신의 증명사진을 
등록하세요.

(PC에 사진이 있어야 함)

접수 방법 
Tip

•전라, 제주 선택 •TOPIK Ⅱ 선택

•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중 선택

• 신청인원/모집인원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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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빠짐없이 
모두 작성하세요

•�√ 항목을 확인하고 
등록하세요

접수 방법 
Tip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응시료 결제
를 클릭하세요.

접수 방법 
Tip

7190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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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무통장입금) 

클릭 후 결제하기를 
누르세요

접수 방법 
Tip

10

접수 방법 
Tip

접수 방법 
Tip

•�√ 항목을 확인하고 다음을 
누르세요

희망은행 체크 본인 이름

  TOPIK 인터넷 접수 
  방법 소개(동영상)

•��은행, 계좌명 확인 후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당일 PM 6시 
까지 입금하면 됩니다. 

•�확인 후 닫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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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 올 때(첫 날)

구분 해야 할 일 설명

원룸 이사
(첫날)

① 계량기 확인 •도시가스 계량기는 원룸 건물 1층 뒤쪽에 있음

② 사용자 등록
     (지역관리사무소)

•주소 별 지역 관리소와 전화 통화 방법

 ▹원룸 주소
 ▹한국어 이름
 ▹전화번호
 ▹계량기 숫자 왼쪽 5자리 확인 
 ▹외국인 등록번호

•어디로 전화해야 합니까?

    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또는 2가 거주자는  TEL. 063)225-7992
    ②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거주자는  TEL. 063)251-8884

사용 요금 확인
•사용 요금 납부 기준: 1일 ~ 30일까지 사용 요금을 다음 달 납부
•지로통지서(납부고지서): 다음 20일~25일 우편 발송(1층 우편함 확인)
•납부기한: 해당 월 30일까지

요금 납부방법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① 지난 달 사용한 납부 금액
   ② 본인 가상 계좌 번호

  �납부 방법 A. 지로통지서 “전북은행 & 농협” 본인 가상계좌 송금

�납부 방법 B. 지로통지서(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방문 납부

�납부 방법 C. 은행 계좌-자동이체 신청(매월 30일에 자동으로 출금)
(은행 방문 시 준비물: 통장, 외국인등록증, 납부고지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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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사 갈 때(마지막 날)

구분 해야 할 일 설명

원룸 이사
(마지막 날)

① 계량기 확인 •도시가스 계량기는 원룸 건물 1층 뒤쪽에 있음

② 사용자 취소
     (지역관리사무소)

•주소 별 지역 관리소와 전화 통화 방법

 ▹원룸 주소
 ▹한국어 이름
 ▹전화번호
 ▹계량기 숫자 왼쪽 5자리 확인 
 ▹외국인 등록번호

•어디로 전화해야 합니까?

    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또는 2가 거주자는  TEL. 063)225-7992
    ②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거주자는  TEL. 063)251-8884

사용 요금 확인
•이사하기 전까지의 사용 요금 확인
•계좌번호를 안내 받아 사용요금 잔액을 송금하면 됨

가. 이사 올 때(첫 날)

구분 해야 할 일 설명

원룸 이사
(첫날)

① 계량기 확인 •전기 계량기는 원룸 1층 우체통 옆에 있음

② 사용자 등록
     (지역관리사무소)

•한국전력공사  ☎ 123 번 (24시간 통화 가능)

 ▹원룸 주소
 ▹한국어 이름
 ▹전화번호
 ▹계량기 숫자 왼쪽 6자리 확인 
 ▹외국인 등록번호

사용 요금 확인
•사용 요금 납부 기준: 2일 ~ 다음달 1일까지 사용 요금
•지로통지서(납부고지서): 15일~20일 우편 발송(1층 우편함 확인)
•납부기한: 해당 월 25일까지

요금 납부방법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① 청구금액
   ② 본인 가상 계좌 번호(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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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야 할 일 설명

요금 납부방법   �납부 방법 A. 지로통지서 “전북은행 & 농협” 본인 가상계좌 송금

�납부 방법 B. 지로통지서(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방문 납부

�납부 방법 C. 은행 계좌-자동이체 신청(매월 25일 자동으로 출금)
(은행 방문 시 준비물: 통장, 외국인등록증, 납부고지서)

1

2

나. 이사 갈 때(마지막 날)

구분 해야 할 일 설명

원룸 이사
(마지막 날)

① 계량기 확인 •계량기는 원룸 건물 1층 뒤쪽에 있음

② 사용자 취소
     (지역관리사무소)

•한국전력공사  ☎ 123 번 (24시간 통화 가능)

 ▹원룸 주소
 ▹한국어 이름
 ▹전화번호
 ▹계량기 숫자 왼쪽 6자리 확인 
 ▹외국인 등록번호

사용 요금 확인
•이사 하기 전까지의 사용 요금 확인
•☎ 123번 고객센터에서 계좌번호를 안내 받아 사용요금 잔액을 송금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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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국인 유학생(학부, 대학원)

•졸업 후 신청

 신청절차

① 홈페이지 사전 등록

•주광주중국총영사관
http://gwangju.china-consulate.org/chn/

•신청서: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② 준비서류

•여권 복사

•외국인등록증(앞면, 뒷면 복사)

•학위증 복사
     ※ 학위증은 졸업식 후 발급됨

•졸업증명서 원본

•성적증명서 원본

③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본인 혹은 친구가 대신 접수 가능

•방문 접수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시에만 업무

우편
접수

•광주 남구 대남대로 413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유학 귀국증명서 담당자 앞

※  우편(등기)발송 시 전화번호, 다시 받을 주소, 우편봉투에 등기우표 등 필요

한 서류 동봉해야 함

④ 주광주중국영사관방문
•�전주대 →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또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 광주종합버스

터미널 → 주광주중국영사관
    (편도 1시 30분 소요 / 10,000원)

  문의   주광주중국총영사관  ☎ 062-351-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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