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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유의사항

w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 받아야 합니다.

w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전형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본교 국어문화원 

연수생이 국어문화원에 제출한 기존 서류가 외국인 학부 특별전형 구비서류와 중복되는 경우, 외국

인 학부 특별전형 원서접수 기간 중에 유효하게 접수된 서류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출기한 및 서류형식에 하자가 없어야 함) 

w 원서접수 시 납부하는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단, 1단계(자격심사) 탈락자의 경우 전형료의 일부

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전형료의 반환방법은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 이체이며, 이체시 

반환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합니다. 금융기관 전산

망 이용 수수료가 반환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w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추후 불합격이 된 후에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지원자는 중요한 서류 제출 시 유의하기 바람)

w 전형기간 중 연락처는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변경·

연락두절·합격자 명단의 미확인·입국 절차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w 입학전형과 관련한 공지사항 및 변경·추가사항은 개별 통지를 하지 않고 경상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publiceng.gnu.ac.kr)를 통해 안내하므로 전형기간 중 지원자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 본 모집요강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작성되었으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한글로 작성된 내용

을 기준으로 합니다.

w 입학허가 후라도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w 본교에 합격한 후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일) 전일까지 관련기관의 사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비자발급

이 되지 않아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 및 입학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w 합격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하며, 등록금은 납입기한 내에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w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타 대학에 이중등록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합격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w 합격자는 기숙사 입실을 권장합니다.

w 입학한 외국인유학생은 본교에서 인정하는 유학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w 졸업(수료)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합격한 자는 반드시 입학 전까지 졸업(수료)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w 신입생은 입학하는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단, 병역의무 수행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

w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 서류 제출 및 문의

    ✤ 전화  +82-55-772-0285,  팩스  +82-55-772-0269

    ✤ 주소  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대외협력과(1동 2층 220호)

    ✤ E-mail  opar89@gnu.ac.kr (김민지)

    ✤ 홈페이지   http://publiceng.gnu.ac.kr

 ※ 외국인 유학생 지원안내(비자발급, 보험가입 등)

    ✤ 전화  +82-55-772-0272,  팩스  +82-55-772-0269

    ✤ E-mail: 180533@gnu.ac.kr (배여정)

http://publiceng.g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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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원 서 접 수
및 전형료입금

2019. 11. 11. ~ 11. 22.
대외협력과

(본부건물 2층 220호)

▪전형료 입금: 농협 301-0212-4832-41

▪반드시 지원자의 이름으로 입금!

지원자격 심사 2019. 11. 25. ~ 11. 27.

지원자격 심사
결 과  발 표

2019. 11. 28. 안내 홈페이지
(http://publiceng.gnu.ac.kr) ▪17:00시 이후 개별 통보(이메일)

서 류  심 사 2019. 12. 02. ~ 12. 27. 해당 학부(과)
▪민속무용학과: 실기능력 검증 위한      

               영상물심사 포함

합 격 자  발 표 2019. 12. 31.
안내 홈페이지
(http://publiceng.gnu.ac.kr)

▪12월 31일 대외협력과 홈페이지       
(http://public.gnu.ac.kr/main/) 16:00시 공고

합 격 자  등 록 2020. 01. 20. ~ 01. 22.
지정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 은행 영업시간 내

   (9:00 AM – 4:00 PM / 지점별 상이함)

▪ 고지서 출력: 2020. 01. 20. ~ 22.

※ 서류제출: 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대외협력과(1동 2층 220호)

Office of International & External Cooper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501 Jinju-daero, Jinju, 

Gyeongnam, 52828.  South Korea.

※ 추후 일정 및 접수 방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1. 국적 : 지원자 본인 및 부모 모두 외국인
 ※ 접수 마감일 기준이며, 한국을 복수 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이혼 또는 사망자의 현재 국적은 고려하지 않음

2. 학력 

구 분 자격요건

신입학
• 국내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국내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가능

편입학

(3학년으로 입학)

• 국내 또는 외국에서 4년제 대학의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예정)자
• 국내 또는 외국에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3. 언어능력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또는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2 이상(예체능은 3급 이상) 

※ 지원자격 심사기간 내에 공인어학성적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서류심사 기간에 추가 제출할 수 있음

http://publiceng.gnu.ac.kr
http://publiceng.gnu.ac.kr
http://public.gnu.ac.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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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모집단위 【신입학 / 편입학】

대학 모집단위 대학 모집단위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농업생명
과학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

독어독문학과 환경산림과학부

러시아학과 농업식물과학과

불어불문학과 농화학식품공학과

사학과 식물의학과

영어영문학과 축산생명학과

중어중문학과 애그로시스템공학부

철학과 법과대학 법학과

한문학과

사범대학

교육학과

민속무용학과 국어교육과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역사교육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

사회학과 윤리교육과

심리학과 일반사회교육과

정치외교학과 일어교육과

행정학과 지리교육과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물리교육과

물리학과 생물교육과

수학과 수학교육과

식품영양학과 화학교육과

의류학과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정보통계학과 수의학과

지질과학과

해양과학대학

수산경영학과

컴퓨터과학과 해양경찰시스템학과

해양식품생명의학과화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에너지기계공학과경영정보학과

정보통신공학과국제통상학과

조선해양공학과회계학과

해양토목공학과

공과대학

건축도시토목공학부

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 해양환경공학과

나노․신소재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부

건축학과

반도체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화학공학과

 ※ 학부에 합격한 자의 전공 배정은 본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건축학과는 5년제 완성 편제, 수의과대학은 수의예과 2년과 본과 4년 과정으로 편제됨

 ※ 기재되지 않은 모집단위는 선발하지 않음(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 예체능학과, 영어교육과)

2. 모집인원 : 모집단위별 약간 명(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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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Fill out in Korean or English.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번역․공증 서류 첨부Documents not in Korean or English 
should be translated into Korean and notarized.

[△ : 해당자에 한해 제출]

연번 제출 서류명 신입 편입 비고

① 입학지원서[서식 1] O O 수험번호는 공란으로 비워둘 것

② 학업수행계획서[서식 2] O O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O ✕

④ 고등학교 전 학년 성적 증명서 O ✕

⑤ 전적 대학 수료(예정)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O
졸업(수료) 예정자는 
2020. 02. 28.(금)까지 
졸업(수료)증명서 제출

⑥ 전적 대학 성적 증명서 ✕ O

⑦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성적증명서

O O
  해당서류 1가지 이상 제출

  2017. 11. 11. 이후 성적만 유효세종학당 한국어 중급2 이상(예체능 3급 이상)확인증

⑧ 지원자의 여권 사본 O O

⑨ 지원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 한국 체류자만 제출

⑩ 부모의 국적증명서 O O 여권 등 국적증명서류

⑪ 가족관계증명서 O O

⑫ 은행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 O O 본인 또는 부모 명의 발급

⑬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O O

⑭ 유학경비부담서약서 O O [서식 3]

⑮ 실기 영상물(학교장 또는 단체장의 공인을 받은 것) △ △ 민속무용학과 지원자에 한함

⑯ 설문조사 △ △ 필수서류 아님

 ※ 서류 우측 상단에 해당 연번을 적고 목록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번

역·공증 서류 첨부     

 ※ 은행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⑫): 

   1) 해외체류자: USD 18,000 이상 예치된 본인 또는 부모 명의 6개월 이상 해외은행 거래내역서 및 

현재잔고증명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재정 관련 증빙서류

   2) 한국체류자: 본국의 부모로부터 본인 명의 한국 통장으로 900만원 이상(등록금 제외) 받은 

송금내역서 및 해당 통장의 지난 6개월간 거래내역서

 ※ 지원자는 반드시 해당 대사관 영사 또는 출입국 사무소 확인을 통하여 VISA발급을 위한 조건 

확인 후 지원하여야 함. 

 ※ 모든 서류는 입학시점까지 유효해야함

   (VISA 발급대상자는 입학 전까지 예치되어 있어야 함 / 지원자의 개명 등으로 제출 서류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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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⑤] 학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 : 

    - 성(省)별 학력인증 신청 대리기관(중국교육부 인가)을 통한 학력인증 보고서 제출

  

구  분 중국 학력·학위 인증보고서 검증방법
인증기관 ▪ CHSI 중국 고등교육 학생정보망 (www.chsi.com.cn)

신청방법

▪ 성(省)별 대리기관

▪ 북경학력인증센터

▪ 서울공자아카데미(한국 내 공식 업무대리기관) : http;//www.cis.or.kr (☎02-554-2688)

신청절차 ▪ 대리기관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서울공자아카데미)으로 신청

비    용
▪ 중국현지 : CNY 90 (한화 약 18,000원)

▪ 대한민국 : 88,000원

유효기간 ▪ 영  구 

소요기간 ▪ 발급소요기간 : 20~30일

    합격자 중 졸업(수료) 예정자는 2020. 2. 28.(금)까지 졸업(수료)증명서 제출

⑫ 가족관계 입증서류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KARTU KELUARGA)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네팔 : 전마달다

    베트남 : 호적부(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Giay khai sinh)

    필리핀 : Family Census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키르기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벡․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

   w 원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w 지원자의 부모가 사망했거나 이혼했을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증명서 제출

외국 발급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번역․공증 서류 첨부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은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미가입국은 한국영사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 협약국 확인 : http://www.hcch.net - Apostille Section - status table

   w 제출서류 이외에 자격 심사를 위하여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전형 및 선발방법

1. 전형방법

학과 전형구분 전형요소

공통 1단계  ‘지원 자격’ 적격 여부 판정

일반학과

2단계

 언어능력 50%, 학업수행계획서 50% (총 100점)

민속무용학과
 언어능력 10%, 학업수행계획서 30%, 실기능력 60% (총 100점)
  <실기능력 심사는 영상물로 대체함>

2. 선발방법

 가. 서류전형 1단계에서 적격으로 판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모집단위별 심사를 거쳐 2단계 평균평점이  

    70% 이상인 자를 선발

 나. 1지망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고, 1지망에서 선발된 자를 제외한 2지망 지원자를 대상으로 전형을 재실시  

    하여 선발(3지망 지원자에 대한 전형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

http://www.cis.or.kr
http://www.hcc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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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료 납부

1. 전형료 금액: 70,000원 (반드시 지원자의 이름으로 입금)

 가. 전형료 미납부 시 원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봄

 나. 1단계(자격심사) 탈락자 반환금: 28,000원

2. 납부방법

 w 아래 계좌로 70,000원 송금 (반드시 지원자의 이름으로 입금)

    - 은 행 명: 농협 (Swift Code:　NACFKRSE）

    - 계좌번호: 301-0212-4832-41 (예금주: 경상대학교)

    - 송 금 인: 지원자 이름과 동일하여야 함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합격자 발표

 가. 일 시: 2019. 12. 31.(화) 18:00 예정

 나. 장 소: 대외협력과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publiceng.gnu.ac.kr)

 다. 합격자 명단과 함께 공지되는 안내사항을 준수하여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2.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가. 기 간: 2020. 1월 중

 나. 담당부서: 본교 대외협력과 국제교류팀

 다. 발급문의: +82-55-772-0272

3. 등록금 납부

 가. 기 간: 2020. 01. 20. ~ 01. 22, 은행 영업시간 내  (9:00 AM – 4:00 PM / 지점별 상이함)

 나. 장 소: 본교 지정은행(농협은행, 경남은행)

 다. 방 법: 고지서를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후 은행에 납부

 라. 지정된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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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안내사항

【 등록금 현황 】

[2019학년도 기준, 단위 : 원]  

      구분
대학     

계열 입학금 등록금 비고

인문대학
인문·사회 0  1,633,000    

인문·사회(민속무용학과) 0   1,876,000    

사회과학대학 인문·사회 0   1,633,000

자연과학대학
자연 0   2,012,000

공학 0  2,165,000 

경영대학 인문·사회 0   1,633,000 

공과대학 공학 0  2,165,000 

농업생명과학대학

인문·사회 0   1,633,000 

자연 0   2,012,000 

공학 0   2,165,000

법과대학 인문·사회 0  1,633,000 

사범대학

인문·사회 0  1,633,000 

자연·체육 0  2,012,000

예능 0   2,208,000 

수의과대학
수의(수의예과) 0  2,503,000 신입

수의(수의학과) 0 2,932,000 편입

해양과학대학

인문·사회 0  1,633,000

자연 0  2,012,000 

공학 0  2,165,000 

 ※ 위 금액은 2019학년도 기준이며 2020년도 전기 등록금심의 결과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안내 】

가. 토픽 장학금

TOPIK 자격 지급기준 장학금 지급 내용

TOPIK 4급

신입생 성적무관 첫 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재학생
직전성적 3.3이상 등록금 1/2 면제

직전성적 3.8이상 등록금 2/3 면제

TOPIK 5,6급

신입생 성적무관
첫 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 
생활보조장학금 500,000원 (1회) 지급

재학생

직전성적 3.0이상 등록금 1/2 면제

직전성적 3.5이상 등록금 2/3 면제

직전성적 4.0이상 등록금 전액 면제

나. 기타 장학금

구분 지급기준 장학금 지급 내용

형제자매 
장학금

·본교에 2명 이상의 형제자매가 학부과정에
 동시 재학 시,  최고 학년 학생 1명에게 지급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등록금 1/2 면제

특별장학금 유학생회 간부 등 학생회 임원 장학금 지급액은 따로 정함

 ※ 장학금 지급액은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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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생활관 안내 】

 가. 수용인원: 4,529명(2019학년도 1학기 기준)

   - 가좌캠퍼스(정원:3,771명)

   - 칠암캠퍼스(정원:260명) 

   - 통영캠퍼스(정원:498명)

   ※ 외국인 유학생은 우선 배정되므로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기숙사 제공 

 나. 입실신청: 기숙사 거주를 원하면 입학지원신청서 작성 시 신청여부 기재

 다. 생활관비(변동될 수 있음))

   - 가좌캠퍼스: 일반기숙사 455,100원~540,570원(생활관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음)

                 BTL기숙사 552,780원~610,500원(2인실 기준)

                 ※ 식비: 1일 1.12식(360,000원) ~ 1일 2.80식(630,000원) 선택(최소 1식 선택 의무)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생활 안내 ▪

 w 신입생 오리엔테이션(2월, 8월)

  - 대상: 외국인 신입생 전원

  - 내용: 출입국/체류 및 기초질서, 의료보험, 수강신청, 캠퍼스 투어, 한국어교육과정, 문화체험, 지원  

          행사 안내 등 학업, 생활 전반 안내 및 교육 실시

 w GNU Buddy(유학생 도우미) 프로그램

  -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의 1대 1 매칭을 통한 상호 문화 및 학습 교류 활동

 w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 정규 교과목 개설: 기초 교양과목을 영역별로 개설하여 한국어 능력 향상 제고

  - 맞춤형 과정 개설: 수준별로 실용한국어, 한국어 작문, 한국어 리포트 작성법 등 교육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자격 취득을 위한 특별 과정 개설 

     ⇒ 영역별 집중 교육 및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급

 w ⌜경상 외국인 말하기 대회⌟ 개최

  - 진주시와 우리대학이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유학생 및 체류자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실시

 w 문화체험 프로그램

  - 지역 문화탐방

  - 산업체 견학

  - 템플스테이 등

 w 외국인 유학생회(ISA) 지원 프로그램

  - 명절(설, 추석), 체육대회, 대동제, 송별회 등

  - ⌜외국인 유학생의 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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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안내 담당부서 및 연락처 】    <055-772-OOOO>

단과대학 모집단위(전공.학과) 과사무실 단과대학 모집단위(전공.학과) 과사무실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020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 1840

 환경산림과학부
 ▪산림환경자원학전공
 ▪환경재료과학전공

1850
1860

독어독문학과 1040
러시아학과 1050
불어불문학과 1060
사학과 1080  농업식물과학과

  (구.농학과)
  (구.원예학과)

1870
1910

영어영문학과 1120
중어중문학과 1180
철학과 1150  농화학식품공학과

  (구.식품공학과)
  (구.환경생명화학과)

1900
1960

한문학과 1160
민속무용학과 1170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1220  식물의학과 1920
 축산생명학과
  (구.동물생명과학과)
  (구.축산학과)

1880
1940

사회복지학과 1240

사회학과 1250

 애그로시스템공학부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
 ▪지역환경기반공학전공

1890
1930

심리학과 1260

정치외교학과 1270

행정학과 1280 법과대학  법학과 2020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구.미생물학과)
 (구.생물학과)
 (구.생화학과)

1320
1340
1350

사범대학

 교육학과 2130

 국어교육과 2150

 역사교육과 2170

물리학과 1400
수학과 1420  유아교육과 2240
식품영양학과 1430  윤리교육과 2140
의류학과 1450

 일반사회교육과 2160
정보통계학과 1460

 일어교육과 2200지질과학과 1470
 지리교육과 2180화학과 1480

컴퓨터과학과 1380  물리교육과 2210

경영대학

경영학과 1520  생물교육과 2230
경영정보학과 1530

 수학교육과 2250국제통상학과 1540
 화학교육과 2220회계학과 1550

공과대학

건축도시토목공학부
 (구.건축공학과)
 (구.도시공학과)
 (구.토목공학과)

1750
1770
1790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2370
 수의학과 2340

해양과학대학

 수산경영학과 9160
 해양경찰시스템학과 9180

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
 ▪기계공학전공

▪항공우주및소프트웨어공학전공
 (구.기계공학부)
 (구.항공우주시스템공학과)

1620
1640
1620
1640

 해양식품생명의학과
  (구.해양식품공학과)
  (구.해양생명과학과)

9140
9150

 기계시스템공학과 9100

 에너지기계공학과 9110
나노․신소재공학부
 (구.금속재료공학전공)
 (구.세라믹공학전공)
 (구.고분자공학전공)

1660
1680
1650

 정보통신공학과 9170

 조선해양공학과 9190

 해양토목공학과 9120

산업시스템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전공 1690,1700

 해양환경공학과 9130

건축학과 1760 외국인 유학생 업무  대외협력과 0272
반도체공학과 1730 등록금  재무과 0394
전기공학과 1710

장학‧학자금  학생과 0176
전자공학과 1720

학사․수업  학사지원과 0142제어계측공학과 1740
기숙사  학생생활관(가좌) 0706화학공학과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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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1 입학지원서

경상대학교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지원서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Admission t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20학년도 전기 수험번호 ※비워둘 것

인적사항

성명
Name

한글

사진/Photo

(3×4㎝)

영문

생년월일
(Month / Day / Year)

출생지

성별  
 □ 남
 □ 여

국적

연락처

이메일

전화번호 여권번호

휴대폰 기타(예: 위쳇)

주소

현재 한국 거주자
 □ 예  
 □ 아니오

외국인등록증 (If you have)

보호자 성명 관계 휴대폰

지원정보

지원구분  □ 신입학                □ 편입학

지원 모집단위(학과)

 □ 1지망                 대학                   학과
 □ 2지망                 대학                   학과

 □ 3지망                 대학                   학과

언어능력 한국어능력시험                                                      급

기숙사 신청  □예           □아니오

GNU BUDDY 신청  □예           □아니오  ※ GNU BUDDY: 외국인 유학생 도우미

학력기록

교육과정 학교이름 나라(도시) 학습기간(Month / Day / Year)

    .    .    . ~     .    .    .

    .    .    . ~     .    .    .

    .    .    . ~     .    .    .

환불계좌
한국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의 입학원서 및 제출 서류의 모든 내용은 사실이며, 추후 본 서류에서 허위 또는 잘못 기재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귀교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I affirm that the information I have provided on this application, including personal statements and any 
other information, is complete and accurate and is my own work. I understand that submission of 
incomplete or inaccurate information is sufficient cause for revocation of admission or enrollment.

                      날짜:                

                      지원자 성명:                             (서명/Signature)

 경상대학교 총장 귀하
 To the President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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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2 학업수행계획서

학업수행계획서 (Study Plan)
※ 한국어 또는 영어로 타자를 치거나 깨끗이 쓸 것 Type or Write clearly in Korean (English)

성명 (Name)  

국적 (Nationality)  

한국어 능력

(Korean Proficiency)

우수(Excellent)________좋음(Good)_______ 괜찮음(Fair)_______부족(Poor)______

한국어능력시험점수(TOPIK Score) __________급(Level)

지원학과

(Intended Major)

1지망(The first preference) :

College ___________  Department(Division)_____________ Major______________

2지망(The second preference) : 

College __________  Department(Division)____________ Major_______________

3지망(The third preference) : 

College __________  Department(Division)____________ Major_______________

지원동기(Purpose of Application)

 제1지망(The first preference) :

 제2지망(The second preference) : 

 제3지망(The third prefer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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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학업 이수 계획 (Study Plans in Korea) 

 제1지망(The first preference):

 제2지망(The second preference): 

 제3지망(The third preference) : 

졸업 후 진로(Future Plans after Graduation)

  제1지망(The first preference):

 제2지망(The second preference): 

 제3지망(The third prefer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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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3 유학경비부담서약서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
(Tuition Fee Promissory Letter)

지 원 자
(Applicant)

성    명
(Name)

성    별
(Sex)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귀하의 유학경비를 부담할 개인이나 기관명을 쓰시오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person(including yourself) or organization 
that will be responsible for your tuition fee and living expenses.)

    

     o 개인 또는 기관명(Name):

     o 관  계(Relationship):

     o 직  업(Occupation):

     o 주  소(Address):

     o 전화번호(Phone Number):

     본인은 상기 지원자의 유학기간 중 일체의 경비 부담을 보증합니다.

     (I guarantee that I will be responsible for the above-named applicant's 
tuition fee and living expenses for the duration of the whole program.)

                        날짜(Date):                 (yyyy-mm-dd)

                

                            보증인   이   름 :
                          (Guarantor)  (name)

                                     서   명 :
                                    (Signature) 

  경상대학교 총장 귀하
  To the President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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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경상대학교 입학지원 경로에 대한 설문조사

이 설문지는 경상대학교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외국인유학생의 경상대 입학을 촉진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만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설문은 선택사항이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인적사항

이름 국적

희망하는 학위 과정

- 학부 신입생(    )
- 졸업한 고등학교명: 

- 학부 편입생 (    )
- 다녔던(또는 졸업한) 대학교명:

2. 경상대학교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경상대학교 외국인 학부 특별전형 지원 계기)

구분 이름, 명칭 등 상세사항

1 중개인

2 친구

3 경상대학교 교육박람회

4 협력고등학교 또는 협력대학교의 추천 

5 인터넷 검색(경상대학교 웹사이트)

6 추천자 또는 연락책

7 메신저, SNS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