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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일 정
구 분

원서접수

서류제출

합격자발표

후기 1차

후기 2차

2018. 4. 2.(월) 10:00

2018. 5. 28.(월) 10:00

~ 4. 6.(금) 17:00

~ 6. 1.(금) 17:00

2018. 4. 2.(월)

2018. 5. 28.(월)

~ 4. 11.(수) 17:00

~ 6. 7.(목) 17:00

2018. 5. 11.(금) 15:00

2018. 7. 6.(금) 15:00

등록

2018. 7. 9.(월) ~ 7. 13.(금)

표준입학허가서 신청/발급

2018. 7. 10.(화) ~ 7. 13.(금)

기숙사 신청

2018. 8월 초순

수강신청

2018. 8월 중순

입학식

2018. 8. 31.(금)

2018학년도 2학기 개강

2018. 9. 3.(월)

※ 위의 일정은 학교 측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는 1, 2차 각각 마지막 날의 17:00에 마감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종료 후 추가 보완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방문/우편)은 모두 마감일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서류 우편제출 주소
우편번호 : 03603

☎ +82-2-760-0025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2층 90212호
외국인유학생지원팀 외국인특별전형 담당자 앞
◾ 서류 제출 마감일에는 매우 혼잡하므로 마감일 이전에 서류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5인 이상 단체 접수자의 경우 최소 마감 3일 이전까지 서류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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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방법 및 모집단위

1. 전체 모집단위
1) 계열별 모집 : 1학년은 계열 소속, 2학년 진급 시 학과 선택
모집단위

2학년 진급 시 선택 가능한 학부 / 학과

◾ 유학대학 - 유학‧동양학과
인문과학계열

◾ 문과대학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러시아어문학과, 한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문헌정보학과
◾ 사회과학대학 -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신문방송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소비자가족학과, 아동‧청소년학과

사회과학계열

◾ 경제대학 - 경제학과, 통계학과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 자연과학대학 - 생명과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 생명공학대학 - 식품생명공학과,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융합생명공학과
◾ 공과대학 –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시스템경영공학과

2) 학과별 모집 : 1학년부터 학과 소속
모집단위

학과가 소속된 단과대학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 경영대학

글로벌경제학과

◾ 경제대학

영상학과, 의상학과, 연기예술학과

◾ 예술대학

건축학(5년제)

◾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학과

◾ 소프트웨어대학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 성균융합원

스포츠과학과

◾ 스포츠과학대학

※ 연기예술학과는 1차 전형에만 모집합니다.
※ 건축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는 전기(3월 입학)에만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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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구분
한국어로 지원 가능한 모집단위, 영어로 지원 가능한 모집단위를 나누어 모집합니다.
◾ 한국어트랙 : 한국어 자격 조건으로 지원 가능한 모집단위
◾ 영어트랙 : 영어 자격 조건으로 지원 가능한 모집단위
◾ 한영선택트랙 : 한국어 또는 영어 자격 조건 중 선택하여 지원 가능한 모집단위

3. 모집단위 별 지원 안내
< 한국어트랙 A > : 2개 모집단위까지 신청 가능
1지망 모집단위

2지망 모집단위

◾ 사회과학계열

◾ 영상학과

◾ 인문과학계열

◾ 공학계열

◾ 경영학

◾ 의상학과

◾ 자연과학계열

◾ 전자전기공학부

◾ 스포츠과학과

◾ 연기예술학과

- 1지망 모집단위에서 탈락하면 2지망 모집단위를 1지망으로 지원한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하여
합격/탈락이 결정됩니다.
- 1지망 모집단위에만 지원하고 2지망 모집단위는 지원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 한국어트랙 B > : 1개 모집단위만 신청 가능
모집단위
◾ 인문과학계열

◾ 자연과학계열

◾ 공학계열

※ 공학계열 : 2학년 진급 시 공과대학의 5개 학과(P.4 참조) 중 선택

◾ 한국어트랙 지원자 참고사항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지원자
- 2학년 진급 시 모집단위에 설치된 학과 중에서 본인의 희망과 1학년 학업성적에 따라 전공이 결
정됩니다.
- 졸업 요건 : 졸업 시 까지 TOPIK 5급 이상 급수를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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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트랙 A > : 전기 입학에만 모집
모집단위

학과가 소속된 단과대학

글로벌경제학

◾ 경제대학

글로벌경영학

◾ 경영대학
◾ 성균융합원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

< 영어트랙 B > : 1개 모집단위만 신청 가능
모집단위
소프트웨어학

학과가 소속된 단과대학

◾ 소프트웨어대학
◾ 공과대학

공학계열

※ 2학년 진급 시 공과대학에 개설된 학과 중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중에서만 선택 가능

< 한영선택트랙 > : 1개 모집단위만 신청 가능
모집단위
전자전기공학부

학과가 소속된 단과대학

◾ 정보통신대학

◾ 한영트랙선택(전자전기공학부)의 한국어 선택 지원자 참고사항
- 졸업 요건 : 졸업 시 까지 TOPIK 5급 이상 급수를 취득해야 합니다.

4. 모집인원 : 모집단위 별 적정 인원 선발
5. 기타사항
1) 재학 중 본인 소속과 다른 학과를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으로 이수하여 2개 또는 3개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복수전공 제도를 시행합니다.
2) 외국인 학생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국학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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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1. 국적
본인 및 부와 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대만 국적자 : 부모 중 1인만 대만 국적을 소지한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 2020학년도 전기 모집부터 부모 중 1인만 대만 국적을 소지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부모의 귀화로 지원일 기준 한국 국적을 소지한 경우 지원 불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포기(상실)자 : 지원자 본인은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해야 하며,
지원일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 및 부모의 대한민국 국적
포기(상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부모님의 이혼/재혼/사망 등으로 본인 출생 시 기준 부모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정부기관 발급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학력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2018년 8월 31일 이전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어학능력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어학능력시험 성적은 지원 시점에 유효한 성적만 제출 가능합니다.

1) 한국어 자격 조건으로 지원 가능
모 집 단 위
한국어트랙 A, B

어학능력 조건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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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어 자격 조건으로 지원 가능(조건 ①, ② 중 선택 가능)
모 집 단 위

어학능력 조건
① TOEFL iBT 80 이상 또는 IELTS 5.5 이상

영어트랙 B

② 영어를 모국어/법적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 소지자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이수한 초, 중, 고등학교 이수 증빙서류 제출
- 영사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포함

3) 한국어 또는 영어 자격 조건 중 선택하여 지원 가능(조건 ①, ②, ③ 중 선택 가능)
모 집 단 위

어학능력 조건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② TOEFL iBT 80 이상 또는 IELTS 5.5 이상

한영선택트랙

③ 영어를 모국어/법적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 소지자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이수한 초, 중, 고등학교 이수 증빙서류 제출
- 영사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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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필수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입학원서

기
본
서
류

자기소개서

학력조회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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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 해외 거주자 중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서식1]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①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학력조회동의서의 내용과 실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실제 제출된 서류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불합격 처리 됩니다.
- 중국지역 고교 명칭을 공식 영문 명칭이 아닌 병음 등 기타 방식으로
기재한 경우 허위사실로 간주합니다.
② 자기소개서 작성
- 자기소개서 상의 지시사항, 질문을 잘 읽고 기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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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서류

유 의 사 항

국
적

여권 사본

서

(본인, 부, 모)

◾ 부/모의 여권이 없는 경우 자국 신분증(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공증)으로
대체 가능

류
◾ 본인 및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상실)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
외국인등록증
사본(국내체류자)

상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자 본인은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해야 함
◾ 부모님의 이혼/사망 등으로 본인 출생 시 기준 부모의 서류를 모두

국
적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정부기관 발급 서류를

서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류

본인-부모간의

◾ 부모의 귀화로 지원일 기준 한국 국적을 소지한 경우 지원 불가능합니다.

가족관계

◾ 중국 국적 지원자의 가족관계 서류 : 친족관계증명서와 호구부 중 선택

증명서류

- 단, 호구부 제출 시 부모 중 1인이 호주인 1개의 호구부에서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어학능력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어학성적표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에 한함)
- 한국어트랙 : TOPIK 성적표

어
학

어학능력시험

서

성적표

류

- 영어트랙 : TOEFL 성적표 또는 IELTS 성적표
※ 영어를 모국어/법적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 소지자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이수한 초, 중, 고등학교 졸업장 및 성적증명서 제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인증 포함)
- 한영선택트랙 : 한국어(TOPIK) 또는 영어(TOEFL/IELTS)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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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서류

유 의 사 항
◾ 해외에서 고교 졸업한 학생은 학력 관련 서류에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p.20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안내 참고
◾ 유의사항
① 성적증명서 관련

학

- 과목별 만점 표시가 없을 경우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 됩니다.

력

- 점수가 수기로 작성된 서류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② 한글 또는 영문 서류가 아닐 경우

서

- 모든 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언어로 된

류

서류는 번역 및 공증을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전 학년의
성적증명서

- 해외에서 발급된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된 성적 관련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인증만 취득하면 됩니다.
③ 번역서류 제출 시 성명, 학교 공식 영문명칭 등 주의
- 번역서류에 성명, 학교 명칭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불합격 처리 됩니다.

◾ 중국 소재 고교 졸업자는 아래 서류 중 1개 추가 제출
- 영문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High School Academic Proficiency Test (Huikao) Results》
②《Certificate or Scores of General Examination for High School
학

[중국 고교 출신

력

학생만 제출]

서

Huikao

류

성적증명서

Graduates (Huikao)》
중문 명칭:《普通高中学业水平考试（会考）成绩认证报告》
中国高等教育学生信息网(学信网) http://www.chsi.com.cn
中国学位与研究生教育信息网 http://www.cdgdc.edu.cn
※ 성/시 정책으로 인해 후이카오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은 해당지역의
성 교육청 또는 시 교육국에서 발행한 후이카오 미시행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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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 제출서류
선택 제출서류

어

수료(이수)증명서

◾ 국내 대학 부설 어학원 한국어과정 4급 이상
- 성적증명서에는 출석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
원

유 의 사 항

- 제출 시 해당 내용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모국어 이외의 공인어학성적표
※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공인어학성적표
예: TOEFL, TOEIC, TEPS, IELTS, HSK, JLPT, DELF, DELE,
TestDaF, TORFL, Celpe Bras 등
◾ 교내외 수상 실적, 교내외 단체 활동, 해외 수학 경험, 봉사활동,
자격증, 특허/창작/출판 및 기타 창작활동, 작품 포트폴리오 등
- 증빙자료 제출 시 해당 내용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비교과 활동 입증서류

- 고등학교 재학 중 활동만 인정합니다.
- 단체 활동의 경우 소속 기관의 기관장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봉사활동의 경우 30시간 이상 활동만 인정합니다.
- 한글/영어가 아닌 경우 번역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국가 대학입학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高等学校招生考试(高考), 大学入試センター試験, SAT, ACT, AP,
A-Level, Internationa1l Baccalaureate(IB), Australian Tertiary
Admission Rank(ATAR), 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NCEA), SIJIL PELAJARAN MALAYSIA(SPM) 등

3. 서류제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공증을 받거나, 서류접수 시 원본을 함께 가져와서 사본에 우리대학 접수담당자의 원본대조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 한글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번역공증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 우측하단에 반드시 본인의 수험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우리 대학에서 전형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자에게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
으며 지원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합격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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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료

KRW 100,000 또는 USD 100

※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 전형료 환불 불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 온라인 결제(접수대행 수수료는 대학 부담)

6

평가 방법

1. 연기예술학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 : 서류평가
◾ 어학능력, 고등학교 성적, 자기소개서, 기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우리 대학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별도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연기예술학과 : 서류평가 합격자에 한해 면접 및 실기평가 실시

7

합격자 발표

1. 발표일자
◾ 1차 : 2018. 5. 11(금) 15:00
◾ 2차 : 2018. 7. 6(금) 15:00
2. 확인방법: 성균관대학교 외국인 입학 홈페이지

8

합격자 등록

1. 등록방법 : 합격자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에 등록금 납부
2. 납부기한 : 2018. 7. 9.(월) ~ 7. 13.(금)
3. 납부금액: 등록금 고지서에 표시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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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8년 등록금액

※ 지정된 기한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입학금 (최초 입학시 1회만 납부): KRW 832,000
◾ 수업료 (2018년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경영학 : KRW 3,833,000
- 글로벌경영 : KRW 5,964,000
- 글로벌경제 : KRW 5,334,000
- 영상학, 의상학, 연기예술학 : KRW 5,023,000
- 자연과학계열, 스포츠과학과 : KRW 4,447,000
- 공학계열, 전자전기공학부,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 소프트웨어학과 : KRW 5,023,000

9

외국인 장학금 안내

1. 외국인 입학성적/학업성적 우수 장학금
장학금 종류

신

입학성적

입

우수장학금

생

(첫 학기)

재

학업성적

학

우수장학금

생

(2~8학기)

지급 대상

장학금 지급액

입학 성적 상위 2%

입학금 및 첫 학기 수업료 100%

입학 성적 상위 2~3%

입학금 및 첫 학기 수업료 70%

입학 성적 상위 3~10%

입학금 및 첫 학기 수업료 50%

입학 성적 상위 10~55%

입학금 및 첫 학기 수업료 10%

직전 학기 평점평균 4.0이상

해당 학기 수업료 70%

직전 학기 평점평균 3.5이상 4.0미만

해당 학기 수업료 50%

직전 학기 평점평균 3.0이상 3.5미만

해당 학기 수업료 30%

* 1학년 1학기와 2학기에 외국인 유학생끼리만 듣는 한국어집중과정(ISC)을
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은 평점평균 3.5 이상일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함
* 1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을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 신입학 장학금 수령 여부는 합격자발표 시 조회 가능합니다.
◾ 신입학 장학금은 지원자의 별도 신청 없이 전형 성적에 따라 자동으로 선발됩니다.
◾ 각 학과에서 한국인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에 대해 외국인학생은 수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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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삼성글로벌성균장학금 구분

선발기준 및 장학혜택

대상

◾ 학사과정 외국인 신입학 특별전형의 영어트랙 및 한영선택트랙 중 영어선택 학과 지원자
◾ 4년간(8개학기) 전액장학금(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혜택

◾ 월 50만원 규모 학업지원비 지급(학기당 300만원)
◾ 기숙사 우선배정 및 입사시 기숙사비 지원
◾ 1:1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동문, 교수 등 관심 분야 전문가)

비고

◾ 전담 카운셀링 프로그램 지원
◾ 학사과정 외국인 신입학 특별전형 중 영어트랙 또는 한영선택트랙 학과의
합격자로서 입학성적이 우리대학이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인 자
- 서류평가만으로 선발하나, 필요 시 면접을 진행할 수 있음

선발
방법

◾ 입학 지원 시 모집요강에 기재된 필수 제출 서류와 아래 서류를 제출한 지원자에
한해 삼성글로벌성균장학금에 자동 신청
- 해당국가 대학입학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비교과 활동 입증 서류,
기타 공인어학성적표 (모집요강 P.11 참조) 등

◾ 계속 지급 기준: 직전학기 “F”없이 12학점(최종학기 직전학기 9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7 이상인 자(2회 미충족시 자격 상실)

◾ 모집단위
- 소프트웨어학, 전자전기공학부, 공학계열(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글로벌경제학*, 글로벌경영학*,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
※ ‘*’표시 학과는 전기(3월 입학) 전형에만 선발

◾ 장학대상자 발표 : 합격자 발표 시 대상자에게 직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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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숙사 안내

1. 인문사회과학캠퍼스(서울시 종로구): 명륜학사
1) 기숙사비(학기당, 4개월) : 약 KRW 1,300,000 ~ KRW 2,310,000
- 기숙사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방학 중 기숙사 이용은 별도 신청 및 이용금액 납부
2) 선정방법 : 우리 대학 입학생으로 기숙사 지원 신청자 중 선정
3) 신청기간 : 2018년 2월 중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www.skku.edu공지사항에 공지 예정
4) 문의 : +82-2-760-0162 / dorms@skku.edu / http://dorm.skku.edu

2. 자연과학캠퍼스(경기도 수원시): 봉룡학사
1) 기숙사비(학기당, 4개월) : 약 KRW 520,000 ~ KRW 1,600,000
- 기숙사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방학 중 기숙사 이용은 별도 신청 및 이용금액 납부
2) 선정방법 : 우리 대학 입학생으로 기숙사 지원 신청자 중 선정
3) 신청기간 : 2017년 2월 중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www.skku.edu공지사항에 공지 예정
4) 문의 : +82-31-290-5182 / dorm@skku.edu / http://dorm.skku.edu/

※ 입사신청 인원이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입사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경우, 개인적으로 교외
거주공간을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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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유의사항

1. 원서접수 유의사항
1)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2) 수험번호가 부여된 경우에만 원서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인터넷 접수의 경우, 전형료 결제 직후
- 서면 접수의 경우, 지원자 이메일로 접수완료 메일을 발송한 직후
3) 원서접수 후, 필수서류를 제출 마지막 날 17:00까지 우리 대학 외국인유학생지원팀으로 제출
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필수서류가 누락된 지원자는 결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전형료 결제 후에는 원서접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전형료 반환은 우리 대학의 전
형료 반환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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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자 인적사항에 대한 판단은 입학원서를 기준으로 하며, 입학원서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접수 전(전형료 결제 전) 작성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유사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 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누락, 오기 및 기타 구비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7)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 기재, 대리 작성, 표절, 기타 부정한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불합격처리
하며,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8) 지원접수 이후 모집단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9)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 개인정보는 지원자의 동의하에 입학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우리
대학 규정에 따라 입학, 학사 관련 업무, 출입국관련 업무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우리대학은 대학입학 원서접수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 ‘㈜유웨이어플라이’에 위탁하여
진행함에 따라 원서접수와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일부를 해당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성명, 수험번호, 전형유형, 지망모집단위, 출
신고교명 및 졸업일, 지원자 주소 및 전화번호, 지원자 이메일, 긴급연락처, 전형료/등록금
반환 계좌번호, 보호자 성명 및 국적 등 인적사항 등

2. 기타 유의사항
1) 고교 졸업예정자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와 제출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입학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을 모두 취소합니다.
- 고교 졸업예정자의 신분으로 합격한 경우 학교에서 지정한 날짜(합격자안내문에 별도 안
내)까지 외국인유학생지원팀으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고교 출신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 포함
2)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또는 기타 입시부정 관련자는 입학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을 모두
취소합니다.
3) 지원자격 위반자는 입학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을 모두 취소합니다.
4)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등은 우리 대학 입학전형에 지원함으로써 지원자격 관련 학력검증을
위한 학력조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합격 후 진행되는 학력조회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5) 학력조회 결과가 원서 및 제출서류와 상이하거나 입학 후 6개월 이내에 학력조회 결과 회신이
되지 않는 경우,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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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시관련 업무를 현저히 방해한 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7) 입학전형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우리 대학 외국인 입학 홈페이지에서 지원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8) 접수 완료 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형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반환합니다.
9)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2

문의처

담당 부서 : 국제처 외국인유학생지원팀

1. 입학 관련 문의
※ 입학 업무는 서울에 위치한 인문사회과학캠퍼스의 외국인유학생지원팀에서만 담당합니다.
◾ 외국인 입학 홈페이지
한국어/중국어 페이지 : https://admission-global.skku.edu/chn
영어 페이지 : https://admission-global.skku.edu/eng
◾ * undergrad@skku.edu
◾ ☏ +82–2–760–0025, (fax) +82-2-760-0030
◾ 주소 :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2층 90212호

2. 대학생활 및 체류(비자) 관련 문의
※ 본인이 소속된 학과가 있는 캠퍼스의 외국인유학생지원팀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인문사회과학캠퍼스
◾ * oisshs@skku.edu
◾ ☏ +82–2–760–0024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2층 90212호

자연과학캠퍼스
◾ * oissns@skku.edu
◾ ☏ +82–31–290–5026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성균관대학교 제2공학관 27동 1층 27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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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내

1. 인문사회과학캠퍼스(서울)
❶ 지하철 4호선 혜화역(대학로) - 도

보 : 4번 출구 → 성균관대(15분)

- 셔틀버스 : 1번 출구 → 셔틀버스(300원) → 성균관대(5분)
❷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종각역 2,3번 출구 → 마을버스(종로-2번) → 성균관대(5~10분)
❸ 버스(창경궁 ‧ 서울대병원 방향과 혜화동 로터리 방향) 명륜동(성균관대) 하차
- 간선 - 100, 102, 104, 106, 107, 108, 109, 140, 143, 150, 151, 160, 162, 171, 172,
272, 273, 301, 601, 710 / 지선 - 2112

※ 인문사회과학캠퍼스(인사캠) 주소 :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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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과학캠퍼스(수원)
❶ 지하철 - 1호선 서울역 → 성균관대역(50분)
- 4호선 사당역 → 금정역 → 성균관대역(35분)
❷ 셔틀버스(유료) - ※ 단, 주말 및 휴일은 운행하지 않음(배차시간 문의: 031-290-5466)
- 사당역(2, 4호선 9번 출구 앞) - 분당 서현역(공항버스 정류장 앞)
- 일산 마두역(1번 출구) - 인천, 부천(송내역-남부역 지하차도 위 유턴지점)
❸ 버스

- 일반버스: 62-1, 82-2, 39 / 시외버스: 7790, 7800, 3003

❹ 자가용 - 경부고속도로 → 신갈 ‧ 안산고속도로 → 북수원 → 성균관대
- 사당 → 의왕 ‧ 과천고속도로 → 지지대고개 → 북수원I.C(오른쪽) → 성균관대(20분)

※ 자연과학캠퍼스(자과캠)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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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아포스티유(Apostille) 및 영사확인(Embassy Legalization) 안내
1. 해외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인증
지원자는 해외고교 발행 졸업 및 성적(재학)증명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중 가능한 확
인을 받아 서류 제출기간 중 제출해야합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졸업한 고등학교의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 고등
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과 함께 제출
◾ 주재국 한국영사 확인(Embassy Legalization)
졸업한 고등학교가 위치한 나라의 대한민국 공관에서‘영사확인’을 받아 고등학교 졸업증
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과 함께 제출

2.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100-7600
-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 02-720-8027
◾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 현황 (2017.09.21. 기준)
지역
아시아
중동

가입국
대한민국, 몽골, 브루나이, 일본, 인도, 중국일부(마카오, 홍콩), 타지키스탄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유럽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아메리카

벨리즈, 두라스,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
트키츠네비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나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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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셀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세이셀제도, 쿡제도, 퉁가,
피지, 호주

<서식1> “온라인 입력 후 출력”
※ 인터넷 접수를 위한 견본양식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입학원서
수험번호

2018학년도 후기 외국인 특별전형
입

학

지원
모집
단위

구

1지망

분

외국인 신입학 (

▢글로벌경제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전자전기공학부

▢영상학과

▢인문과학계열

이

름

국

적

명

사 진

※ 해당하는 곳에 체크(V)합니다.

▢의상학과

▢연기예술학과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전자전기공학부

▢TOPIK 6급

▢TOPIK 5급

▢TOPIK 4급

▢TOPIK 3급

▢TOEFL 90 이상

▢TOEFL 80~89

▢IELTS 6.5이상

▢IELTS 5.5~6.4

(한글)

성 별

(영문)

국적취득일

년

-

월

▢남자

▢여자

일 여권번호

비자만기일

년

해외고교 졸업자의 경우 반드시 학교 영문명을 기재할 것 [졸업일 :

월
년

일
월

일]

소 재 국 가
학 교 주 소
전 화 번 호

홈

F

E

지
원
자
연
락
처

교

▢공학계열

▢스포츠과학과

외국인등록번호
학

)

▢자연과학계열

어학능력 자격조건

고
등
학
교
정
보

▢2차

▢사회과학계열

▢건축학과(5년제)

인
적
사
항

▢1차

▢인문과학계열

▢경영학과

2지망

※ 작성하지 않습니다.

부

모

A

X

전화번호

페
-

이
m

a

지
i

l

휴대전화

E-mail

국

적

전화번호

국

적

전화번호

국내주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접수확인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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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지원자

성균관대학교 총장

:

(서명)

귀하

[본 서식은 서면 접수자만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인터넷 접수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 작성 유의사항
1.지원 모집단위는 1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한국어트랙 A’의 모집단위에 지원한 경우에 한해 2지망 할 수 있습니다.
2.‘외국인 등록번호’와 ‘비자 만기일’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3.전형료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모집요강 참조)
4.원서접수가 완료되면 수험번호를 수험생이 기입한 E-mail로 발송합니다.

<서식1> “온라인 입력 후 출력”
※ 인터넷 접수를 위한 견본양식입니다.

SKKU APPLICATION FORM
(ENGLISH TRACK A/B, Korean-English Selective Track)
APPLICATION NO.

Fall 2018 Admission
ADMISSIONS TYPE

※ Do not fill in the blank

(□ 1st Round

Fall 2018 Admission

□ 2nd Round)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Global Economics
MAJOR

▢Global Biomedical Engineering

LANGUAGE ABILITY

A
P
P
L
I
C
A
N
T

I
N
F
O
R
M
A
T
I
O
N

NAME

▢SOFTWARE

COLOR PHOTO

▢Engineering

▢Electronic and Electrical Engineering

▢over TOEFL 90

▢TOEFL 80~89

KO

▢over IELTS 6.5

▢IELTS 5.5~6.4
GENDER

EN

NATIONALITY

▢M

▢F

/

/

DATE OF ACQUIRED NATIONALITY

(YYYY/MM/DD)

DATE OF BIRTH

PASSPORT NUMBER

E-MAIL
MAILING

PHONE NO.

ADDRESS

▢ Degree Conferred (Degree Conferred Date:

/

/

)

TYPE
A
C
A
D
E
M
I
C

I
N
F
O
R
M
A
T
I
O
N

▢ Expected Degree Conferred (Expected Degree Conferred Date :
NAME
COUNTRY
ADDRESS

HOMEPAGE

PHONE NO.

E-MAIL

FAX NO.
F
A
M
I
L
Y

I
N
F
O
R
M
A
T
I
O
N

)

FATHER

MOTHER

NAME
PHONE NO.
MAILING
ADDRESS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os application is correct and complete.
I further understand that any false. incomplete, or incorrect statements may result in my disqualification form the
admission process or dismissal from degree. I agree to abide by the rules and regulations in the Admissions Guide
and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any problems arising from failure to adhere to the rules and regulations.
Registration Con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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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NT’S SIGNATU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is is the sample statement form. Student need to submit their form through online.
In case of students who cannot access to application site, can print out and use this form and submit offline.]
※ NOTE
1. When you submit the application form, the application fee and other required documents should be included. (refer to the admission guide)
2. After finishing the period of submission of documents, the application number will be sending to E-mail address that
applicant wrote in the application form.

자 기 소 개 서
지원자 인적사항
전형유형 :
성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학과 :

수험번호 :

생년월일

출신고교 :

명 :

작성 및 입력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본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작성완료 후 출력하여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지원한 트랙에 따라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지정한 분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한국어트랙 및 한영선택트랙 중 한국어 선택 지원자 : 한국어로 작성
- 영어트랙 및 한영선택트랙 중 영어 선택 지원자 : 영어로 작성

3. 자기소개서 내용 중 허위사실 기재, 대리작성, 표절, 위조서류 제출 등 기타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
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우리대학이 자기소개서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추가 자료 제출
을 요청받은 경우, 별도 지정일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위 유의사항을 확인,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지원자:

성균관대학교 총장

귀하

(인)

1. 자기소개(300자 이상)

2. 성균관대학교 지원 동기(300자 이상)

3. 아래 질문에 대해 모두 또는 1개 선택하여(답변한 질문에 V 표시) 작성(300자 이상)
□ 대학 입학 후 학업계획 및 향후 진로
□ 내가 기대하는 대학생활

4.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 및 방법(300자 이상)

5. 아래 질문에 대해 모두 또는 1개 선택하여(답변한 질문에 V 표시) 작성(300자 이상)
□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
□ 한국 생활을 하며 느낀 점

SELF-INTRODUCTION
APPLICANT INFORMATION
Fall 2018

ADMISSIONS
TYPE

□ 1st

□ 2nd

NAME

MAJOR

APPLICATION NO.

DATE OF

NAME OF

BIRTH

HIGH SCHOOL

NOTE

1. Please use the below designated form to write your personal statement.

2. Please type or print in English or Korean. Each answer should not exceed the given length.
(As to question ‘3’, applicants who select <Korean Track> or <Korean-English Selective Track>
must write it as Korean)

3. Applicants should include truthful and accurate information. If the information is found
to be false, plagiarized or written by someone else, the admission will be canceled even
after the acceptance announcement.

4. Applicante need to submit additional documents in case of confirmation from the
University.

I certify that I have read and understand above informarion and agree to abide the
university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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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NT’S SIGNATU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Self Introduction

2. Explain your reasons why did you select SKKU for your undergraduate studies.

3. Choose ONE between these two options(indicate your selection V)
□ Present <Study Plan & future career> for admission at SKKU.
□ Express your expectations in relation to academic life at SKKU.

4. Describe some examples when you struggle to overcome several difficulties in your life.

5. Choose ONE between these two options(indicate your selection V)
□ Reasons for choosing Korea as study abroad destination
□ Opinions/impressions/contradictions after experiencing Korean lifestyle

LETTER OF CONSENT(학력조회동의서)

No.

SUNGKYUNKWAN UNIVERSITY

Tel: +82-2-760-0025
Fax: +82-2-760-0030

Office of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undergrad@skku.edu

25-2, Sungkyunkwan-ro, jongno-gu, Seoul 03063, KOREA

http://www.skku.edu

To whom it may concern,
This letter is to confirm that I attend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have applied to Sungkyunkwan University in Seoul, Korea for the 2018 academic year
and have agreed to allow Sungkyunkwan University to officially request my academic
records from previously attended schools.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full assistance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s.
Student Name
Date of Birth
School Name
School Address
School E-mail
Date of Admission
Date of Graduation

Date : ___________________
Sincerely yours,

Signatur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