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보증서약서(샘플)
(An Affidavit of Financial Support)

위 재정보증서약서는 지도교수가 지원자의 재정보증인이 되는 경우에만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재정보증서약서와 더불어 교수님 명의로 은행에서 발행 하는 예금잔고증명서(한화 2,300만원 이상) 및 재직증명서(한글) 
1통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증서약서는 1페이지 샘플파일을 참고하여 2페이지 정식서약서에 작성 및 서명 부탁드립니다.
1. 지원자 인적사항(Applicant Information)

Name
(Last/Middle/First) HUANG GU Birth Date 1990. 07. 02

Nationality 중국 Gender 여

Address 중국 길림성 연길시 10중 조문조 

Tel 86-433-111-3111 Passport No. G0111116

Program 석사 Department 국어국문학과
 

  2. 보증인 인적사항(Supporter Information)

 

성명
(Name) 황진이 학과

(Department) 국어국문학과
직위

(Position) 교수 학생과관계
(Relation) 지도교수(Advisor)

주소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사무실전화

(Office Phone) 062-230-OOOO 휴대전화
(Mobile Phone) 010-000-000

  3. 보증인 재정 보증 및 서약(Financial Guarantee & Declaration) 

1) 본인은 상기 학생을 ( 석사 ․ 박사 ) 과정 학생으로 받아들였으며 학생의 재정을 보증합니다(I 
hereby declare that I have accepted the above named student for a ( Master ․ Doctorate ) 
program and I guarantee one's finances).

2) 상기 학생이 조선대학교 대학원 수학기간 동안 학비를 포함한 일체의 소요경비 조달문제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다할 것이며, 함께 제출하는 본인의 은행잔고증명서가 틀림이 없음을 서약합니다(I 
hereby certify that I will take full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tuition and living expenses for the 
student mentioned above for the duration of studies. Further, I guarantee that the attached 
certificate of deposit is true and accurate).

2019.  .  .
                        서명(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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