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niversity of utah
asia campus

Enrollment Deposit Instructions
In order to reserve your spot and attend the University of Utah Asia Campus,
you must pay the $1,000 Enrollment Deposit.
Your deposit holds your place at the University of Utah Asia Campus and will
be applied in full to your first tuition payment. If you are awarded the UAC
Entrance Scholarship, the deposit also secures your scholarship.
The enrollment deposit is nonrefundable and will be forfeited if you do not
attend classess.
To pay your deposit, pease wire transfer the money to the KEB Hana Bank.
Please note that all funds must be sent in United States Dollars (USD).
Bank:
Bank Swift #:
Account Title:
Account Number:
Amount:

KEB Hana Bank
KOEXKRSE
Utah University Asia Campus
650-009488-512
$1,000 USD

Address: KEB Hana Bank Songdo Finance Center
23 Haedodi-ro 120 beon-gil
Yeonsu-gu, Incheon, South Korea
IMPORTANT: You must include your Student Name and/or Student ID Number
(your ID Number was included in your admittance letter), as a “Note” on your
online transfer or “Cheogyu” if you are transferring via ATM.
If you are transferring money from an overseas, you will need to specifically ask
your bank teller to insert this information as “additional information”.
Please be sure that all bank fees are paid for in order for the University to receive
the full $1,000.
Please send any questions regarding your Enrollment Deposit to
uasiacampus@utah.edu or call us at +82-32-626-6000/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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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ollment Deposit Instructions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입학 확정 및 자리 확보를 위하여
입학 예치금 (Enrollment Deposit) US $1,000 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치금 전액은 학생의 첫 학기 학비로 전환되며 UAC Entrance Scholarship
(유타대학교 입학장학금) 수혜자일 경우 본인의 장학금 수혜를 보장합니다.
입학예치금은 환불이 불가하며 입학하지 않을 경우에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입학예치금은 KEB 하나은행을 통해서 지불하실 수 있으며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 (USD) 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Bank Swift #:
예금주:
계좌번호:
금액:

KEB 하나은행
KOEXKRSE (해외서 송금시 필요)
유타대학교아시아캠퍼스
650-009488-512
$1,000 USD

주소: KEB하나은행 (송도금융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120번길 23
주의: 송금시, 학생 이름과 학생 uNID 번호 중 한가지를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ID는 합격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ATM 으로 송금시,"Note" 나 "기타 지시사항" 에 학생이름 및 ID 번호를 적
으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송금할 경우 "Additional Information" 과 같은 정보를 은행원에게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치금 $1,000 에 관한 모든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입학예치금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uasiacampus@utah.edu
로 이메일 또는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032-626-6000/6130)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