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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학위 조회 지원 추진배경 및 개요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 개요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대학교육 협의회(대교협)에서 수행해왔으나, 2010년
국정감사 시 해외학위 취득자의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외학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식하고 해외학위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해외학위 검증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2011
년 4월)의 방침에 따라 2011년부터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정부, 지자체, 초중고, 대학 및 기타 공공기관을 대상으
로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2년 2월부터는 해외학위 조회 지원 사이트를 개설하
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고 온라인 서비스로 인해 조회업무 처리절차를 간편화였다. 학위취득자가 가
장 많은 미국을 비롯한 19개 국가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19년 12월 현재 304
개 기관 및 대학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 추진 경과
2007. 09

해외학위 조회업무개시(대교협)

2010. 12

대교협 이사회 의결 사업 종료

2011. 05

조회서비스 이관, 재단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개시

2011. 08

교과부 해외학위 조회업무 수익사업 승인

2012. 02

해외학위 조회 홈페이지 구축 및 온라인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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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 내용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 대상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 는 해외학위 취득자 본인이나 제3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학위
취득자의 국내 채용, 입학, 기타의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초·중·고, 대학 및 기타 공공기관에 제출한 학위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에 의한 조회 지원 요청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 범위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하는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 의 업무 범위
1) 해당

학위를 수여한 기관의 학위수여 자격(인증기관의 인증 등) 여부
2) 학위기(졸업장)에

의한 학위 취득 사실 조회 결과
※ 졸업증명서(확인서) 등 학위기 이외의 기타 증명서에 대한 조회와 위·변조, 표절, 대필에 관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조회 지원서비스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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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 국가

조회 대상 국가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회 대상 국가는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이거나 영어로 조회가 가능한 미국을 비롯한 19개 국가이다. 2011년 사업 시행 초기에는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 대상 국가가 11개국이었으나, 최근 해외학위 취득 국가의 다양화, 해외 유학생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2020년부터 조회 대상 국가를 8개국 추가하여 총 19개 국가로 확대하였다.

스웨덴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영국

스위스
미국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인도

[조회 대상 국가]
11개국 → 19개국으로 확대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대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필리핀, 인도, 싱가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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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 국가

비교적 학위 취득자 수가 많은 일본과 최근 학위 취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연구재단의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 제공 국가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 2개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는 대학에서 학적 담당하는 부서가 학교 본부의 교무처가 아닌 각 단과대학에서
담당하고 있다. 각 단과대학 별로 영문 홈페이지가 대부분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개설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폐쇄적 사회 특성상 업무담당자의 이메일 등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 학위조회 의뢰를 위한 업무담당자 연락처 수집 자체가
곤란하다.
또한 일본의 대학들은 개인정보이용 동의여부의 본인확인 절차로 학위 취득자 본인의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위조회를 신청할 경우, 이메일이
아닌 우편, 또는 직접 내방을 통한 졸업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만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약 20개 대학에 시험적으로 학위조회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총 20건 중
회신은 7건에 불과 했고 나머지 13건은 응답조차 받지 못하였다. 회신을 받은 7건 중에서도
조회에 대한 응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3건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기관 차원의 학위조회 방식보다는 일본 학위 취득자 본인이 자신이
대만

졸업한 대학에 직접 접촉하여 자신의 학적조회 결과를 국내의 수요기관에 송부토록 하고

필리핀

있다.

싱가폴

중국의 경우는 최근 학위 취득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의 학위는 중국 정부(교육부)
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의 중국학위 인증센터는 공자아카데미라는 위탁기관을
호주

통하여 중국학위에 대한 인증 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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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 처리 절차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하는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 의 처리 절차는 가장 먼저 해당 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인증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한다. 인증 여부를 마친 후 별도의 학위조회 지원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의뢰한다. 하지만, 별도의 학위조회 지원기관이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조회대상자의 학위수여 학교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학위취득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확인절차는 우편, 이메일, 팩스, 유선 등을
활용하여 확인한다.

조회 대상자의 학위수여 기관 인증여부 확인
한국연구재단에서는 해외학위 조회 의뢰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국가별 조회 대상자의 학위 취득기관이 해당
국가의 대학평가인증 관련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인지를 확인한다.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 대상 국가의 국가별 인증기관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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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 처리 절차

해외학위 조회 19개 대상 국가별 고등교육기관 인증기관
국가

기 관

주 소

미국

CHEA(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미국의 비영리 사설국제기구로서, 미국 내 고등교육
평가기관의 인증 담당기관

CHEA
http://www.chea.org

캐나다

CICIC(Canadian Information Centrefor International Credentials)
•캐나다 정보센터로서, 범 캐나다 인적 네크워크를
국제적으로 연결하여주는 기관
•국가별 상이한 교과과정 및 절차에 대한 평가 및
인증담당

CICIC
http://www.cicic.ca/869/Do-an-advanced-search-inthe-Directory-of-Educational-Institutions-in-Canada/
index.canada

호주

Teqsa(Tertiary Education Quality and Standards Agency)
•2011년에 세워진 호주의 교육관련 기관으로,
호주의 다양하고 복잡한 고등 교육 절차 및 요소와
관련하여 규제 및 감독을 담당

Teqsa
http://www.teqsa.gov.au/national-register/search/provider

영국

QAA(Quality Assurance Agency for Higher Education)/
영국교육부
•QAA는 영국 내 고등교육의 표준 및 품질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하는 독립기관
•QAA에 의해 인증된 교육기관 리스트는 영국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영국교육부
https://www.gov.uk/check-a-university-is-officialy-recognised/
recognised-bodies
QAA
http://www.qaa.ac.uk

NZQA(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뉴질랜드 교육과 관련하여 학위 및 자격 등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증 및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산하기관

NZQA
http://www.nzqa.govt.nz/providers/index.do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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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 처리 절차

국가

기 관

주 소

아일랜드

QQI(QualityandQualificationsIreland)/아일랜드교육부
•QQI는 아일랜드 교육부 산하기관으로서,
고등교육의 품질 및 자격 평가를 담당
•QQI의 고등교육 국가 표준을 만족하는 교육기관
리스트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아일랜드교육부
http://www.education.ie/en/Learners/Information/Providersof-Higher-Education/List.html
QQI
http://www.qqi.ie

독일

Akkreditierungsrates(Accreditation Council, Found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Study Programmesin Germany)
•CHEA와 같이 독일 고등교육 평가기관의
인증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인정된 고등교육 과정의 검색기능을
제공하며, 인증대학은 협력기관인 HRK,
Hochschul rektoren konferenz, German
Reactors’office에서도 확인가능

Akkreditierungsrates
http://www.akkreditierungsrat.de/index.php?id=akkreditierungsdaten
&L=1
Akkreditierungsrates 인가과정검색메뉴
http://www.hs-kompass2.de/kompass/xml/akkr/maske_en.html
HRK
http://www.hrk.de/mitglieder/mitgliedshochschulen/universitaetentechnische-hochschulen/

네덜란드

NVAO (Nederlands-Vlaamse Accreditatieorganisatie)
/ NufficNESO (네덜란드교육진흥원)
•NVAO는 고등교육의 품질보장을 위해 정부에
의하여 세워진 평가기관
•네덜란드 인증대학은 NUFFICNESO에서
제공하는 스터디파인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

스터디파인더
https://www.studyfinder.nl/
NVAO
https://www.nvao.net/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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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 처리 절차

국가

기 관

대만

HEEACT (Higher Education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Council of Taiwan) / 대만교육부
•HEEACT는 대만교육부에 의해 세워진 고등교육
품질보장 평가기관이며, 인증대학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Studyintaiwan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대만 교육부
http://www.studyintaiwan.org/universities.html
HEEACT
http://www.heeact.edu.tw

남아공

HEQC (Higher Education Quality Committee) / 남아공교육부
•HEQC는 남아공 고등교육의 품질평가 및 관리를
위해 설립된 고등교육위원회 (CHE, Council on Higher
Education) 내 기구
•인증대학 목록은 교육부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남아공교육부
http://www.dhet.gov.za/SitePages/Inst_Universities_.aspx
HEQC
http://www.che.ac.za/media_and_publications/
publications/heqc

스웨덴

Skolverket (The Swedish National Agencyf or Education)
•Skolverket는 성인교육, 청소년교육, 유아교육 등
스웨덴 공공교육 전반을 관리하는 정부기관, 대학 및
고등교육의 평가 또한 담당
•인증 고등교육과정은 Skolverket에서 제공하는
Utbildningsinfo (InformationaboutEducation)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Skolverket
http://www.skolverket.se
Utbildningsinfo
http://www.utbildningsinfo.se/utbildning-for-vuxna/2.351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필리핀
인도
싱가폴

주 소

ENIC-NARIC
•ENIC-NARIC는 유럽연합에 있는 국가 학술 인식
정보센터이며 각국의 고등교육기관 확인 가능

ENIC-NARIC
www.enic-navic.net
UK-NARIC
www.naric.org.uk

UK-NARIC
•UK-NARIC은 영국 정부의 인정 아래, 전 세계의
학문적, 직업적, 전문적 자격에 관한 정보 제공을
담당하는 영국 정부 산하기관이다.
•인증대학 목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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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 처리 절차

학위취득여부 확인
해당 국가의 대학평가 인증기관을 통한 학위수여 기관의 인증여부가 확인되면, 별도의 학위조회 지원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의뢰하고, 별도의 학위조회 지원기관이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조회대상자의 학위
수여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학위취득 여부를 확인한다.

조회지원기관
국가

조회지원 기관 / 주소

통상소요시간 /
직접처리 시
소요기간

금 액
(최저-최고)

미국

NSCH
(National Student Clearing House)
http://www.studentclearing
house.org

3일~5일 /
1주~3주

10$~35$

영국

HEDD
(Higher Education Degrees Datacheck)
http://www.hedd.ac.uk

1주~2주 /
3주 이상

10£~20£

캐나다

Aura Data
http://www.auradata.com

1주~2주 /
2주~3주

18$~40$

남아공

MIE
(Managed Integrity Evaluation)
http://www.mie.co.za/services

2일~5일 /
1주

26R~60R

그외
국가

QC
(Qualficaflon check)
http://www.qualficafloncheck.com/

1주~2주 /
3주 이상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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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 소요 시간 및 비용

조회지원서비스 소요시간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 처리기간을 1개월 이내로 계획 하고 있지만,
상대국의 시스템 미비나 휴가(방학)등 특별한 사유로 3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조회 불가 시, 조회 지원 서비스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기간 연장 혹은 서비스를 종결하는 경우도 있다.

조회지원서비스 수수료
한국연구재단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 는 조회 대상 국가에 관계없이 건당 38,000원(부가세 포함)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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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학위 조회 지원 업무 처리 흐름도

1
2
3
4
5
6

해당기관에서 조회신청 (온라인 접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조회 대상학교 인증여부 확인
조회 대상자의 출신학교가 인증된 학교인지 확인한다.

학위조회동의서 및 학위기 내용 확인
학위조회 동의서와 학위기의 내용과 기입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

조회 대상학교 학적 담당자에게 조회요청 혹은 조회 지원기관 이용
인증여부와 기입된 정보가 맞는지 확인되면 해당되는 방법으로 조회를 진행한다.

입금안내메일 발송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조회가 완료되면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담당자에게 입금안내메일을 발송한다.

입금확인 후 홈페이지에 결과물 업로드
기관에서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면 홈페이지에 결과물을 업로드하고 완료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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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 처리 절차

절차 1) 신규해외학위 조회접수 목록확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 해외학위 조회 ‘업무관리’ 탭에서 신규 조회 접수가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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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 처리 절차

절차 2) 조회대상학교 인증여부 확인
조회대상자의 출신학교(조회대상학교)가 해당 국가의 고등교육기관 인증기관에서 인증된 학교인지 확인한다.
※ 조회대상학교가 인증학교 검색 사이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수불가’를 선택하고 처리사유를 입력한다.

예) 한국연구재단 해외학위 조회지원 서비스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각국의 정부담당부처 및 평가인증기관에서 승인을 받은 대학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의뢰학교 OOO University는 학위조회 지원 서비스 대상기관이 아니므로 접수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연구재단 자체 운영규칙에 의거한 것이며, OOO University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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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 처리 절차

절차 3) 학위조회동의서 및 학위기 내용 확인
조회대상학교의 인증여부가 확인되면 업로드 된 동의서 상의 정보를 확인한다. 동의서의 이름, 생일, 전공, 학
위종류, 학위수여일, 서명은 필수입력정보이며, 입력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불일치 시에는 신청 담당자와 통화
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재요청한다.

동의서에 첨부 된 학위기는 기재사항이 식별 가능하도록 스캔되어야 하며 학위기가 아닌 성적증명서 등의 경우
처리하지 않고 신청 담당자에게 수정 요청한다.

절차 4) 학위조회 진행
●

조회대상학교 학적 담당자를 통한 조회

●

조회지원기관 활용

절차 5) 입금안내메일 발송
재단 사업자 등록증, 재단 통장사본, 입금요청서식을 첨부하여 신청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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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 처리 절차

절차 6)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입금안내메일 발송 후, 전자세금계산서(청구)를 발행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청구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입금 확인
후, 자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영수)를 발행한다.
※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청구 또는 영수로 필수적으로 발행

절차 7) 입금내역확인 입금자명 및 금액 확인
입금확인은 1~3일 소요될 수 있다. 입금확인을 위해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해당기관에서는
반드시 입금자명을 신청기관 명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같은 기관 다른 부서에서 한 아이디로 여러 조회 신청을 했을 경우 구분 되도록 입금자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 입금확인 예시
160519 타행이체

◦◦대교무처

*152,000

6

6

0

160520 타행이체

◦◦대입학처

*152,000

0

7

4

160520 타행환

◦◦대학교

*38,000

1

9

1

160524 타행환

◦◦대학교

*114,000

7

1

8

절차 8) 완료처리
degree.nrf.re.kr 내의 조회 게시물에 최종결과와 확인 인증기관을 선택한 후 결과파일을 업로드 하여 완료처리
한다. 신청을 요청한 담당자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결과물로 조회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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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등록 절차 및 안내

기관등록(회원가입) 절차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기관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관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관등록’이란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회원 가입이다. 본 서비스 신청 대상자인 정부, 지자체, 초
중 고, 대학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관 당 한 아이디만 발급 가능하다.

단계 1) 메인페이지 우측 상단의 ‘기관등록’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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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등록 절차 및 안내

단계 2) 기관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기관등록 신청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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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등록 절차 및 안내

단계 3) 기관등록 전자공문을 발송
전자공문 발송 시 아이디, 기관명, 부서명을 기입하여 발송한다. 해당 정보는 추후 비밀번호 분실 시 확인 절차로
이용한다.
※ 전자공문은 최초 가입시 1회만 발송
※ 부록 - [그림1] 기관등록 공문 예시 참조.

단계 4) 재단에서 기관등록을 승인
한국연구재단에서 공문을 확인하면 기관등록을 승인하고 승인이 확인된 후 해외학위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안내사항
1) 기관 당 한 아이디만 발급 가능
해외학위 조회 신청 후 신청 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입금 안내메일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한 기
관에서 여러 실무자가 아이디를 공유하여 사용 시, 기관정보 수정란에서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여 사용하길 권
장한다.

2)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임시 비밀번호 발급 가능
비밀번호를 분실 한 경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외학위 조회지원 담당자를 통해 임시 비밀번호 발급이 가능
하다. 임시 비밀번호는 아이디에 등록 된 신청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된다. 임시 비밀번호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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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학위 조회 신청 방법

해외학위 조회 신청 방법
해당기관의 기관등록이 완료되면 등록 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조회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해외학위 조회지원 시스템에 접속
• 해외학위 조회지원 서비스 → 조회지원신청 클릭
기관등록 승인이 난 후 등록한 아이디로 접속 후 해외학위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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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학위 조회 신청 방법

2) 학위조회동의서(Signed consent form) 작성
조회지원 신청을 클릭 후 넘어간 화면 중간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1페이지에는 학위조회동의서, 2
페이지에는 학위기가 오도록 스캔 후 한 개의 PDF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한다.

학위조회동의서 작성 시 이름, 생년월일, 전공, 입학년월, 졸업년월등을 식별 가능하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Verification 란과 Respondent’s Information 란은 해외대학 측 담당자가 작성하는 란이니 체크하거나 작성하지
말고 남겨두어야 한다.

독일 대학 학위 취득자의 경우 상단 메뉴의 정보마당 – 공지사항 - [※ (필독) Signed Consent Form(
학위조회동의서)다운로드 ※] 글에서 독문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한다.
※ 부록 - [그림2] 해외학위 조회 동의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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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학위 조회 신청 방법

3) 내용작성 후 조회신청하기 클릭하여 조회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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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학위 조회 내역확인 방법

해외학위 조회 내역확인 방법
해외학위 조회신청이 완료되면 조회 내역과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해외학위 조회 신청 내역 확인
• degree.nrf.re.kr 접속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의 마이페이지 - 조회내역에서 진행상황과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물은 해외 대학 담당자를 통해 직접 조회하는 경우와 조회 지원기관을 이용하여 조회하는 경우 양식이
다를 수 있다.
※ 부록 - [그림3], [그림4], [그림5], [그림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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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수료 입금 안내

수수료 입금 안내
수수료
• 건당 38,000원(부가세포함)

수수료 입금안내
해외학위 조회가 완료되면 조회를 신청한 담당자 이메일로 입금안내메일이 발송된다. 입금안내메일에는 입금요
청서식, 한국연구재단 통장사본, 한국연구재단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조회를 신청한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된다. 그러므로 기
관등록 시 기관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조회신청기관의 요청에 따라 청구, 영수로 처리한다.
세금계산서는 개인에게 발급이 불가하고, 신청기관에만 발급 가능하다.

입금관련 주의사항
반드시 신청기관 명의로 입금하여 조회담당자가 입금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입금요청이 이루어진 해당
월 말 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입금 확인이 된 후 홈페이지에서 조회 결과물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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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목록에서 조회 할 학교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 신청 시, 해당 대학 선택은 필수 항목이다.
하지만, 해당 대학이 대학 목록에서 조회 할 학교가 검색되지 않아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대학 목록 추가가
필요하다.
홈페이지 우측 Q&A란에 ‘대학 목록 추가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국가와 대학명 기입 후 요청하면 담당자가
인증 사이트에서 검토 후 대학 목록에 추가 처리한다.
※ 대학 목록 추가 요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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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아포스티유라고 한다.
문서가 정당하게 발급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서 발행국에 주재하는 자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오는 것이다.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서, 문서가 제출될 국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영사 인증이 폐지되고, 아
포스티유를 통한 법률적 공인을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해외학위 조회를 의뢰한 조회건 중, 아포스티유를 이미 받은 학위기인 경우 이미 인증 받은 문서이기 때문에
학위 조회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해당 조회 신청 담당자가 한국연구재단 해외학위 조회 확인을
원할 시, 상의 후 절차를 진행한다.

안내메일을 받지 못 한 경우
해외학위 조회지원 서비스는 기관등록이 이루어 진 후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등록 중복 방지를 위해
한 기관 당 한 개의 아이디만 발급 가능하다. 한 기관에서 여러 명의 실무자가 아이디를 공유하여 사용할 경우,
안내메일이 다른 담당자 이메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시 각 실무자는 기관정보 수정란에서 이메일 주소를
확인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길 권장한다.
담당자 정보 관리는 기관관리 – 담당자 정보 메뉴에서 수정 가능하다. 담당자 정보를 변경 신청한 경우, 안내
메일이 입력한 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발송된다.

37

부록

5
부록

2019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 편람

1. 서식 및 그림 예시

[서식 1] Signed Consent Form (학위조회동의서)
By signing this form, I am giving my agreement and hereby authorize the NRF(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o verify my degree/enrollment records.
Please indicat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below. If necessary, include corrections/notes.
• Applicant's Information
Verification
(To be completed by the Institution)

Completed by the applicant
Name:
Given name
Date of birth:

□Correct □Incorrect

Family name

□Correct □Incorrect

MM-DD-YYYY

Student ID No.:

□Correct □Incorrect

Date of admission(transfer date from other institution):

□Correct □Incorrect

MM-DD-YYYY
Date of graduation

□Correct □Incorrect

MM-DD-YYYY
Degree in (major):

□Correct □Incorrect

Degree: □ Bachelor □ Master □ Ph. D

□Correct □Incorrect

Title of Thesis:

□Correct □Incorrect

Date of Degree Conferment(registered):

□Correct □Incorrect

MM-DD-YYYY
Applicant's Signature:
Date:
MM-DD-YYYY

Additional comments(if any) :

• Respondent's Information
Name of Organization
Address
Telephone

FAX

e-mail

Date:
MM-DD-YYYY
Name and title of position:

official
SEAL

Signature: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5 Heolleungno, Seocho-gu, Seoul, Korea 137-748
Phone:
FAX:

The information you provide will be kept in strict confidence and will be used only for the
purpose of degree inquiry. Please do not hesitate in contacting NRF for any questions. Thank
you for your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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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식 및 그림 예시

[서식2] 해외학위 조회 지원서비스 입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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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식 및 그림 예시

[그림1] 기관등록 공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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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식 및 그림 예시

[그림2] 학위조회동의서(영문)

※ 필요한 경우 해당국 언어로 작성 (홈페이지 참조)

43

자주 묻는 질문

부록

2019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 편람

1. 서식 및 그림 예시

[그림3] 조회지원기관 결과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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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식 및 그림 예시

[그림4] 조회지원기관 결과물 (영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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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식 및 그림 예시

[그림5] 외국대학 학적담당자를 통한 조회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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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식 및 그림 예시

[그림6] 외국대학 학적담당자를 통한 조회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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