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에듀 미국 교환
귀국안내문

한국에 귀국 시,

미국 학교의 성적증명서,
챙겨와야 함!

재학증명서를 반드시

※추천서: 필요한경우미국학교의 학교장혹은담당선생님께 요청(양식없음)

(복학 시 필요/서류에 서명,직인 반드시 확인)
• 학교 종강일까지 학교에 다니지 않을 경우:

복학 시 필요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아포스티유 공증서류)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서울특별시 교육청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안내문
(http://www.sen.go.kr/web/services/page/viewPage.action?page=kor/
min/min_15.html)을 참고하시고, 서울 외 거주 지역자분들은
각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학교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학생이 미국에서 다녔던 학교가 한국교육부 사이트에
등록 된 학교이면 아포스티유가 불필요하나
등록학교가 아니면 미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곳인지 증명하는
공증을 받아야 한국에서 인정 (아포스티유 공증서류)
★ 등록 된 학교 여부 확인 방법 ★
교육청 홈페이지(www.moe.go.kr)
정책정보공표
초중고 교육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안내 (최신리스트로 확인)

공증 서류 준비 사항
• 학생이 귀국 전 소속 주정부 국
무부의 인증사무소에 전화로 아
포스티유 확인 절차 상세 문의
•

학교에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
서 원본을 받는 것과 이후 아포
스티유 공증을 받는 것은
학생 본인의 의무 입니다.

※ 절대로 기관이나 호스트가
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
→ 귀국 시점까지 성적증명서를
받지 못할 경우, 귀국 후 학생이
직접 한국 대행업체를 이용 하여
발급 받아야 함!

아포스티유(Apostille) 공증 샘플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기!!
미국 발급
주 정부 국무부의 인증사무소
(Secretary of State)
- 각 주마다 공증 비용에는 금액
차이 있음 (무료~$25)
- 주별 발급처 상세 안내
(본인이 거주하는 주 선택!)
http://www.nass.org/index.ph
p?option=com_content&view
=article&id=262&Itemid=484

한국 발급
대행서비스를 통한 발급:
“ 아포스티유 코리아”
http://www.apostille.co.kr

- 대행비용 약 80,000원 정도
(성적표 발행 요청 시 추가금액 발생)

- 전화: 02-3445-0513
(편의를 위해 대행 서비스 업체를 안내해 드리는
것이니 , 다른 곳을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귀국 항공 변경/예약
1. 예약
① 종강일 확인: 종강일로부터 7일 이내 귀국
② 티갤러리에 전화나 이메일로 예약 혹은
귀국 날짜 변경
(티갤러리 연락처 : 02-737-3777)
③ 귀국일 확정 시 가능하면 먼저 예약 요망
④ 티갤러리가 아닌 개별로 발권하신 분들은
미재단 컴펌을 위해 하니에듀로 변경된
항공권 일정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니에듀 : edu@haniedu.com )

2. 확약
① 출발 4일전 스케줄 변경 여부 (비행 편, 출발
시간) 확인
② 예약을 변경한 경우 여행사에 변경된 일정
확약 요망
3. 전자항공권
① 예약이 변경된 경우 항공권 재 발행 요청
② 재 발행된 항공권 재 출력

귀국 – 공항에서
1. 공항도착 시간
• 항공편 출발 3시간 전 도착
2. 출국수속
① 탑승수속 - 국제선 연결 편 항공권을
반드시 제시 요망
② 출국신고 - 여권에 부착되어 있던
출국 신고서를 항공사 직원이 수거
※ 수거가 안되었을 경우 출국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 요망
3. 환승 공항
환승 시 탑승권의 항공편을 보고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에서 출발 GATE
확인하여 40분전까지 대기 요망

여러 가지 상황 대처하기
※ 귀국 시 공항에 늦게 도착해 비행기를 놓쳤을 경우,

- 해당항공사에 다음 항공편이 있는지 확인 후 변경 요청하며, 이때 변경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 당일 연결편이 없는 경우, 항공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되므로 항공사에 요청하여
숙식(1박 체류 시)을 제공 받음
- 다음 연결편이 있는 경우 항공사에 요청하여 재 예약 해야 함
-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책임을 지지 않음.
만약, 해당 경우 발생 시에는 항공사나 여행사에 요청하여 도움 받음

※ 공항에서 탑승수속 시 항공사에서 예약이 없다고 할 경우

- 해당 항공사 및 연결편 항공사의 좌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재 예약을 해야 함

※ 공항에서 본인의 수하물이 끝까지 나오지 않을 경우

- 입국장을 나가지 말고 해당항공사의 LOST&FOUND DESK에 신고함.
이 때 BAGGAGE TAG과 연락처가 필요하며, 항공사에서 분실한 짐을 찾으면
분실 신고서에 기재한 주소로 전달해 줌

Q&A
Q1. 귀국 시 짐은 목적지까지 보내주나요?

네, 당일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탑승 수속 시 짐을 최종목적지까지 수속해 줍니다
이 때, 국제선과 미국내선 항공권이 별도로 발권된 경우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권을
반드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Q2. 중간 경유지에서 짐을 찾아야 하나요?

미국 입국 시에는 미국의 첫 기착지에서 입국 및 세관통관을 하여야 하므로 짐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출국 시에는 최종목적지인 한국에서 짐을 찾으시면
됩니다.

Q3. 천재지변으로 인해 항공사의 일정이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천재지변은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천재지변(기후 악화 등)으로 인해 항공 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나 여행사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Q4. 항공권 변경 시 추가 금액이 있나요?

귀국일 변경 시, handling 수수료(처리 수수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티켓을
구매한 여행사에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