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9월학기  
순수외국인 모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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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NO 모집학과 수업연한 모집인원

1 경영과
빅데이터경영전공 2 ◈

상품기획(MD)경영전공 2 ◈

2 광고디자인과 3 ◈

3 국제무역물류과 2 ◈

4 글로벌관광서비스과
중국어전공 2 ◈

일본어전공 2 ◈

5 금융서비스과 2 ◈

6 방송크리에이터과 2 ◈

7 보건의료행정과 2 ◈

8 보건환경과 2 ◈

9 뷰티스킨케어과 2 ◈

10 비서사무행정과 2 ◈

11 사회복지과 2 ◈

12 세무회계과 2 ◈

13 소프트웨어융합과 3 ◈

14 식품영양과 2 ◈

15 영상방송과 3 ◈

16 패션디자인과 3 ◈

17 펫토탈케어과 2 ◈

18 항공관광과 2 ◈

19 호텔관광경영과 2 ◈

20 호텔조리베이커리과 2 ◈

계 모집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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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형일정
 1. 전형일정

구분 1차 모집일정 2차 모집일정(추가모집)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2022년 5월 23일(월) ~ 6월 3일(금) 2022년 7월 4일(월) ~ 22일(금)

면접고사 2022년 6월 7일(화) ~ 9일(목) 2022년 7월 26일(화) ~ 28일(목)

합격자 발표 2022년 6월 17일(금) 2022년 8월 5일(금)

등록금 납부 2022년 6월 20일(월) ~ 24일(금) 2022년 8월 8일(월) ~ 12일(금)

   ※ 등록금 납부 및 표준입학허가서 발행 후 타 대학 지원 및 등록 불가  

 2. 지원방법
   가. 복수지원 불가 1개 학과만 지원 가능(1차 모집 합격여부에 상관없이 2차 모집 지원 가능)
   나. 원서접수는 방문접수 및 해외거주자의 경우 우편접수 가능(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다. 접수장소 : 경인여자대학교 스포토피아관 1층 국제교육팀 (평일 9시~18시까지 접수) 
 
 3. 전형방법

 

모집시기 전형구분 학    과 성적반영 비율 및 점수

9월학기 외국인 해당학과  서류, 면접전형100%

  
 4. 전형료 : 50,000원[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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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내용

1 입학 원서 1부 [양식 1] 

2 자기소개서 1부 [양식 2]  

3 유학경비 부담서약서 1부 [양식 3] 

4 직계가족 및 유학경비부담서약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증명서  1부
 ※유학경비부담서약자가 직계가족일 경우, 직계가족의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증명서만 제출하면 됨

5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4] 

6  서약서 [양식 5] 

7 본인 여권 사본 1부 부모 여권 사본 또는 신분증 사본 각 1부

Ⅲ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1. 지원자격 
   가. 부모와 본인 모두 외국인인 경우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요건 내용

학력요건
국내 혹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졸업
(예정)자
- 본인 및 부모가 한국국적을 포기(상실)하였을 경우, 국적 상실 증명을 제출해야함
- 부 또는 모 중 한명과 법적으로 가족인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국적만 지원 자격에 반영됨

어학요건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자
2. 국내 대학교에서 한국어 어학연수과정을 6개월 이상 수료한 자 중 어학당 3급 이상 수료자
3.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이상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자
4. 상기 외 면접전형에서 한국어구사능력을 충분히 갖추어 학업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단, 입학 후 졸업 시까지 토픽 3급에 상응하는 언어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졸업탈락 할 수 있음)   

   나. 본인만 외국인인 경우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요건 내용

학력요건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졸업(예정)자

어학요건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자
2. 국내 대학교에서 한국어 어학연수과정을 6개월 이상 수료한 자 중 어학당 3급 이상 수료자
3.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이상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자
4. 상기 외 면접전형에서 한국어구사능력을 충분히 갖추어 학업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단, 입학 후 졸업 시까지 토픽 3급에 상응하는 언어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졸업탈락 할 수 있음)   

※ 국적기준은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 지원 불가

 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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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내용

8 국내 대학교 한국어 연수과정 출석 및 성적증명서(한국어 연수생에 한함) 

9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공증본 각 1부 고등학교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본인만 외국인일 경우,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각 1부를 제출
·본인만 외국인일 경우,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및 공증본 각 1부를 제출
※ 해당 국가 한국영사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 중국의 경우 일반고등학교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 
   인증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실업계 고교는 주중 공관 한국영사 확인을 거친 졸업증명서

10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와의 관계 증빙 
※ 중국의 경우 친족관계증명서 공증본 및 호구부 공증본(번역공증 할 것)

11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뒤) 1부 
·부모가 한국체류인 경우 부모 등록증도 포함 

12
한국어 능력 증명서(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제출)
1) TOPIK 성적표 1부 또는 KLPT 성적표 1부(소지자만 제출)
2) 국내 연수기관에서 한국어 어학연수과정을 6개월 및 어학당 2급 이상 수료 증명서
3)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증빙서류

13 예금잔고증명서 (본인 또는 부모이름. USD 20,000 이상)  원본 1부 
 단, 경인여자대학교 한국어정규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USD 10,000 이상을 증빙

14 사진(3*4) : 3장

15 전형료 50.000원 

3. 유의사항
  가.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
  나. 외국소재 학교에서 발급받은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출 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지정된 기관(해당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에서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하며, 미가입국 지원자는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중국내 학력 취득자는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인증센터 발행 
‘학력 인증보고서’ 제출

  다. 입학서류 심사 통과 및 면접전형 합격 후 등록금을 완납한 자에 한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배부함

  라. 면접전형 결시자 및 불합격 판정자(70점 미만)는 입학을 불허함
  마. 외국인 학생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비용 개별 부담)
  바. 합격 후 등록한 학생이라도 사증발급 거부 및 미입국 시 입학이 취소됨
  사. 제출서류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아. 전형기간 중 지원자 공지사항 및 면접 일정, 합격자 발표 등은 개별 통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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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여자대학교 2022학년도 후기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지원서
Application for Admissions / 入学申请书

사진

(Photo,照片,写真)

(3.5cm*4.5cm)
지원자    Personal Information / 申请人 / 志願者

성명(한글)

성명(영문)

국적 민족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현주소  

지원학과

학력사항 Academic Information / 学历 / 学力事項

구분 학교명
Name of School/学校名

소재국명
Country/所在国家

재학기간
Dates Attended/在学期间

재학연한
在学年限

초등학교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중등학교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고등학교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보호자 Family Information / 保护人 / 保護者

성명(한글) 성명(영문)

국적 관계

전화번호 E-mail

본국주소

상기 본인은 귀 대학의 외국인전형 지원을 위한 입학원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I certify that all information submitted in the application process is complete, accurate, and honestly presented.

以上内容本人为申请敬人女子大学的外国人招生直接填写，如有虚假事实同意取消合格或入学资格。

                                         년    월    일 (date)

             지원자(Name of Applicant / 申请人 ) :                             (인) (Signature / 签名 /印)

  경인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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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소 개 서
Personal statement / 自我介绍 

 1. 자신의 성장과정과 가족환경에 대해 기술하세요. [한국어로 쓰세요.]

Please describe your personal and family background. / 描述自己的成长过程和家庭环境。/ 

 2. 지원 동기와 입학 후 학업계획,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하세요. [한국어로 쓰세요.]

Please describe your motivation for your desired program and state your goals while studying at Kyung-in Women’s University as well 
as your study plan. / 申请理由和入学后学习计划，及未来职业规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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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어 능력 성적과 어학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을 자세하게 기술하세요.[한국어로 쓰세요.]

 4. 어학능력성적
Language Proficiency

语言能力成绩
語学能力の成績

시험명 Test Name/考试名/

시행기관 Granting Institution / 考试机关 / 

취득성적 Score / 取得成绩 /                           /급/Grade/級/

시행일 Date / 考试日 / 

 5. 한국어교육 이수현황
Korean Language Completion Status

韩国教育完成情况

연수기관 Training Institution/培训机构/

연수기간 Period of Study / 学习期间 / 

수료성적 Score / 取得成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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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경비 부담 서약서
Affidavit of Financial Support / 学费交纳计划书 

지원자 Applicant / 申请人 

성명(한글) 성명(여권)

국적 여권번호

전화번호 성별
남(男,Male)   (     )
여(女,Female) (     )

현주소

보증인 Financial Sponsor / 保证人 / 保証人

성명(한글) 성명(여권)

국적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별
남(男,Male)   (     )
여(女,Female) (     )

현주소

회사명 근무부서

회사주소
직책

회사전화

본인은 상기 지원자의 유학 기간 중 일체의 경비 부담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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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人将负担以上申请人在留学期间的所有费用。

                                         년    월    일 (Date)

                    보증인(Name of Sponsor / 保证人) :                   (인) (Signature / 签名 /印)

  경인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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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유학생용)
  경인여자대학교 글로벌인재원에서는 외국인전형 입학원서 접수 및 전형을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이름, 국적, 생년월일, 성별, 주소, e-mail, 

연락처, 휴대폰번호, 고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한국어능력증명서(보유자만), 재직증명서(부모님), 

소득증명서, 사진

외국인 입학 및 관리 준영구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외국인 입학전형에 필수적인 항목이므로 거부 시 입학원서 접수에 제한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 명 :            (인 또는 서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고유식별정보)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 입학 및 관리 준영구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외국인 입학전형에 필수적인 항목이므로 거부 시 입학원서 접수에 제한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 명 :            (인 또는 서명)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법무부, 보험사, 여행사

이름, 국적,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휴대폰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e-mail, 사진

비자 업무 및 유학생 관리 준영구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외국인 입학전형에 필수적인 항목이므로 거부 시 입학원서 접수에 제한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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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글)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1) 학력조회시 허위 학력이 발견될 경우 입학취소 처분 및 입학금, 수업료 전액에 대해 환불

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및 자국 (중국, 몽골 등) 민․형사상 법에 의거 본인 및 관련 중개인도 

엄중히 처벌 받는다는 것을 알며 이에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허위학력 시 한국뿐만 아니라 자

국(중국, 몽골 등)의 정부․교육부․대사관․사법기관 등에도 허위학력사항 및 인적사항을 통보하는

데 허락을 하며, 법적조치를 받겠습니다.

(2) 이중학력이 발견될 경우 입학취소되며, 또한 규정에 의해 일정부분만 등록금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에 동의합니다.

(3)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외국인 유학생은 재학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해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체류

허가 신청 시 불이익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에 동의합니다. 

 

(4) 등록금 미납 시 미등록제적 처리되며, 자퇴하면 규정에 의해 일정부분만 등록금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2주 이내 귀국해야하며, 귀국하지 않는 경우 불법체류가 된다는 것을 알

고 이에 동의합니다.

(5) 휴학 신청했을 경우 2주 이내 귀국해야 하며, 귀국하지 않는 경우 불법체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이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경인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서 약 서 / Pled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