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신입학 외국인 전형 지원자 자가점검표
Applicant's Materials Checklist (Admission 2018)
연번

제출서류 점검사항 (서류정리 순서)

확인

비고

No.

Required Documents & Order

Check

Comment

1

입학원서 출력본 (지원자 서명확인, 사진업로드 확인)
Completed Application Form 入学申请书

□

수학기간 기록표 & 해외학교 관련사항 기록표 (소정양식)
2

Records of School Attendance & Summary of Foreign School Information -

□ & □

Use the official form 在学期间记录表&海外学校相关情况记录表（本校规定样式）
3

자기소개서 (소정양식) 自我介绍书（本校规定样式）
Personal Statement - Use the official form

□

추천서 및 진학담당교사 추천서 (제출가능자에 한함) [밀봉상태 확인]
4

Recommendation Letter(Optional), Counselor Reference(Optional)

□

韩文或者英文推荐书(能提交的申请者提交), 大學顧問推荐书(能提交的申请者提交)
5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 원본 高中毕业（预定）证明书
High School Diploma or Certificate of (Expected) Graduation
- 고등학교(G10~12) 성적증명 원본

高中全学年成绩证明书

Official Transcripts of All Attended High Schools or Their Equivalents
6

[중국고교 출신자 추가제출서류/ 중국교육부 학력인증 필수]
- 高中学业考试(会考)成绩证明 [고교졸업시험]
- 高等学校招生考试（高考）成绩证明书 [중국대입시험-가오카오]

□

□
[ □ &
□ ]

参加过高考吗?
(

)

[12년 학제 미만 고교출신자만 제출함] 仅限不足12年学制申请者提供
7

초,중,고교 재학사실 증명서 (학년 및 기간 확인)
Certificates of enrollment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case, less

□

than 12 years of education prior to college attendance)
8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원본(또는 인터넷조회필) 韩国语能力证明资料

□

시험명:
급수:

지원자 및 부모님 여권사본 각 1부
9

(여권이 없을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사본 또는 대한민국에서

□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원본)
- 지원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Birth Certificate) 원본(지원자와
부모의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국국적자는 호구부(居民户口簿)와 친속관계증명서(亲属关系证明)의 공증 서류 제출]
10

□ & □

[대만국적자는 한국국적자인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함]
Copies of the applicant’s & both parents’ passports or identification cards,
and the applicant's birth certificate.

□

* 부모님 이혼 또는 사망시 사실 확인 가능 서류 제출
* 부모님 이혼시 지원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인 가능 서류 제출
[한국계 외국인 필수제출서류](Ethnic Korean Foreigners Only)
11

지원자와 부모의 국적상실(이탈) 사실증명 원본
[지원자와 부모의 “국적상실(이탈)”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지원자 명의의 가족관계

국적상실 사실신고
□

인정하지 않음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2011년 이후 발행한 외국인등록증명을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서류 목록표 및 기타서류 Supplementary Documents 各种其他材料

□

학력조회동의서 및 학력조회의뢰서(고교과정)
13

Letter of Consent & Letter of Request (for Verification of Educational Record)
學歷照會同意書 & 學歷照會依賴書

접수증 및 신고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