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6 : 학과장 영어능력 확인서(공통)
※ 영어트랙 지원자 중 영어가 유창하나 공인성적표가 없는 지원자
(English Track Applicant who are proficient in English but don’t have test report.)

영어 능력 확인서
Certificate of English Proficiency
성
명(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수험번호(Application No.) :
지원학과(Major) :
학위과정(Degree) :

우리 학과는 대학원과정 수업의 대부분이 영어로 진행되고, 학위 논문을 영어로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위 지원자가 우리 학과 전공 수업을 영어로 수강하고, 학위 논문을 영어로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영어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합니다.
The graduate school of our department offers most of its courses in English,
and the graduation thesis can also be written in English.
I hereby confirm that the above applicant has sufficient English proficiency to
take our department’s English courses and write graduation thesis in English.

201 .
지도교수
(인)
Adviser
(Signature)

.

.

학과장
(인)
Chair of Dept. (Signature)

Department
at Sungkyunkwan University

서식 7 :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지도교수 추천서
※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지원자만 작성
(Just for the Applicants to Electrical&Computer Engineering Department)

Recommendation Form – CICE Graduate School
2018 - Spring

지원자
(Applicant)

성명 (Name)

생년원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연락처
(Contact No.)
* Email, Phone No.

지원학과
(Prospective Major)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학위 과정
(Degree)

수험번호
(Applicant No.)
추천교수 정보
(Information of
Professor)

*Please Check ü

석사(Master’s)

(

)

박사(Doctorate)

(

)

석박사통합(Combined
Master’s & Doctorate)

(

)

성명
(Name)

연락처
(Contact No.)

소속 대학
(College)

소속 학과
(Department)

Please state the level of your recommendation in Korean or English.

추천교수
(Recommender)
추천내용
(Recommendation)

본인은 위 학생을 2018학년도 전기 신입학 일반대학원 전형에 추천하고자 합니다.
I hereby recommend the applicant aforementioned for admission to the 2018 Spring Semester in
the General Graduate School.
201

.

.

Professor:

.

(Signature)

The Chair of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서식 8 : 소프트웨어플랫폼학과 지도교수 추천서
※ 소프트웨어플랫폼학과 지원자만 작성
(Just for the Applicants to Platform Software Department)

Recommendation Form
The College of Software Graduate School
2018 - Spring

지원자
(Applicant)

성명 (Name)

생년원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연락처
(Contact No.)
* Email, Phone No.

지원학과
(Prospective Major)

Software Platform

학위 과정
(Degree)

수험번호
(Applicant No.)
추천교수 정보
(Information of
Professor)

*Please Check ü

석사(Master’s)

(

)

박사(Doctorate)

(

)

석박사통합(Combined
Master’s & Doctorate)

(

)

성명
(Name)

연락처
(Contact No.)

소속 대학
(College)

소속 학과
(Department)

Please state the level of your recommendation in Korean or English.

추천교수
(Recommender)
추천내용
(Recommendation)

본인은 위 학생을 2018학년도 전기 신입학 일반대학원 전형에 추천하고자 합니다.
I hereby recommend the applicant aforementioned for admission to the 2018 Spring Semester in
the General Graduate School.
201

.

.

Professor:

.

(Signature)

The Chair of Department of Platform Softw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