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선도대학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육성사업」

학부과정
학부과정 예비입학생
예비입학생 수학역량 강화 과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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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 세부 내용
〇 교육내용: 학비 입학 예비자를 위한 한국어 집중 교육 실시
〇 운영기간: 2018. 6. 25. ~ 12. 15. (6개월, 25주), 주 5일, 1일 4시간
〇 참가대상: 현지 한국어 교육과정 개설 고교 및 기관 추천자
〇 비용부담: 참가자(항공료, 숙식비), 경상대(강사료, 교재비 등 과정 운영비)
〇 모집인원: 5명

* 1~5순위를 기재하여 추천하되, 타 고교/기관 미 추천 대비 충원을 위해 예비합격자를
5명씩(예비자 1순위~5순위) 추가 추천 요망

〇 지원방법: 추천 고교/기관에서 최종 추천자 지원서 수합, 전체 문서를
스캔하여 담당자 이메일(meunjoo@gnu.ac.kr) 로 제출
〇 제출마감: 2018. 5. 4.(금) 까지
□ 소요예산
〇 학생 1인당 부담금: 금3,386,000원 내외
- 교육비: 3백만원(*전액 면제)
- 왕복항공료: 700,000원(평균)
- 식비: 1,310,000원(방학중(68만원)+학기 중(63만원)*
- 생활관비: 1,376,000원(방학 중 81.6천원+학기 중 56만원)*
* 식비(생활관 식당 기준): 방학 중 3,300원/1식, 68일, 학기 중 300식 선택 시(1일 평균 2.65식)
* 생활관비: 방학 중 1일 12,000천원×68일 산출, 학기 중 2인실 기준
* 개인잡비 및 외부 식사 등으로 인해 상기 비용은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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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요건

□ 선발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해 추천 요청)
가. 공통지원 자격

〇 해당 국가 국적 소유자(본인 및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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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및 한국 국적자 지원 불가)

〇 2019학년도 봄 학기 경상대학교 입학 희망자

* 미 입학 시에는 면제한 교육비(3,000,000원)는 환불 조치함

〇 2018. 6. 25일까지 한국 어학 연수 비자(D-4-1) 취득 가능자

* 사증 발급을 위한 재정 능력 등 국가별 세부 요건 확인 필요

〇 한국 유학을 위한 법적, 건강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학력

〇 해당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과정 전부 이수(또는) 이수
예정자로, 2017년 고교 졸업 또는 2018년 졸업예정자
〇 고교 전체 평균평점 75점/100점 이상자

* 몽골의 경우 한국 입국 사증 신청 필수 요건임. 기타 국가도 확인 필요

다. 한국어 능력

〇 토픽 1급 이상 ~ 3급 이하 보유자 또는 초, 중급 정도의 한국어
능력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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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구분

기한

모집공고

4.23(월)~5.2(수)

추천 마감

5.4.(금)

∙지원자 추천(해당기관 → 경상대)
- 모든 서류는 스캔 파일로 제출

심사 및 합격자
통보

5.9.(수)

∙국가/기관별 심사 및 합격자 통보

5.11.(금)

∙입학 허가서, 교육비 면제 확인서 등 발송

표준입학 허가서 등
사증발급 서류 발송

사증 발급 신청
및 입국 준비

한국 입국

세부 내용
∙해당국/해당 기관별 프로그램 홍보

∙해당국 공관에서 입국 사증 신청
- 항공권 구입 등 입국 준비 실시

5.14~6.23.

6.23.~24

∙입국자 대상 공항 픽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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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연번

제출 서류명

1
2
3
4
5
6

입학지원서 1부 (Form 1)
학부 입학 희망 서약서 (Form 2)
자기소개서 (Form 3)
추천서(학교장 또는 추천 기관장) 1부 (Form 4)
고등학교 졸업(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고등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한국어 능력 증명서
·토픽 1급 이상 ~ 3급 이하 성적표 또는 학교장/기관장
발급 한국어 능력 확인 증명서
본인 및 부모 국적확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 또는 여권, 신분증 사본 등 국적확인 가능서류)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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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사진 부착
A4 1매 가량

붙임1

지원서 양식

[학교 / 기관 추천자 현황표] *추천 기관 작성용
구분

추천자 성명

소속 학교

추천자 1순위
추천자 2순위
추천자 3순위
추천자 4순위
추천자 5순위
소 계
예비자 1순위
예비자 2순위
예비자 3순위
예비자 4순위
예비자 5순위
소 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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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출생연월

입학지원서
사진 4×5cm

(Application for Admission)
한국어나 영어로 타자를 치거나 깨끗이 쓸 것 (Please WRITE or PRINT clearly in Korean or English)

Ⅰ. 인적사항(Personal Information)
1. 이름(Name):

7. 여권번호 (Passport No.):

2. 출생국(Country of birth):

8. 비상연락처(Guardians):
· 본국(home Country)

3. 국적(Nationality):
4. 성별(Gender): (

) 남(Male)

(

5. 생년월일(Date of Birth):

이름(Name):

) 여(Female)
/

년(Year)

전화번호(Tel):

/
월(Month)

관계(Relationship):

일(Day)

6. 주소(Mailing Address):

9. 한국어 능력: TOPIK (

전화(Tel):

Fax:

10. 한국어 능력: 초급(

급)
), 중급(

),

고급(

)

E-mail 주소(E-mail Address):

Ⅱ. 학력: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Educational Background: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기간 (from~ to~)

학교명 (Institutions)

전화(Tel)

주소(Mailing Address)

Ⅲ. 귀하의 유학 경비를 부담할 개인이나 기관명을 쓰십시오. (Indicate the person(including yourself) or organization that
will be responsible for your tuition fee and living expenses).
개인 또는 기관명(Name):
관계(Relationship):
직업: 개인인 경우(Occupation):
주소(Address):
전화번호(Phone No.)

Ⅳ. 경상대학교가 아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동의합니다.
I

authorize

• 경상대학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GNU

to

collect,

store,

and

use

applicant’s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

information for university data collection purpose.
(동의Agree □,

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동의거부 Disagree □)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예정입니다.
• 신입생 선발, 학사관리 및 학교 행정 업무, 국제교류학생관리, 학생생활

지원자명 Applicant’s name
서

명 Signature

일

자 Date

관생 관리 등

◈ 수집항목: 성명, 성별, 출생지, 출생일, 학력, 여권정보, 주소,
/

/

/

Year(YYYY) Month(MM) Day(DD)

연락처, 유학경비부담기관, 친족관계 등(보유기간: 5년)
◈ Collect information: name, sex, place of birth, date of
birth, education, passport no., address, guardians, family

☞ 개인정보수집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접수 및 입학 후

relationship. etc.

제공되는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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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Self-introduction)
1. 성장 배경(Background)

2. 가족 사항(Family details)

3. 본인 적성(Aptitude)

4. 향후 계획(Future plan)

5. 지원 동기(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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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입학 서약서
본인은 경상대학교 한국어 집중 과정에 지원함에 있어
2019학년도 경상대학교 봄학기 학부 입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동 과정 이후 한국 내
타 대학으로 진학 시, 경상대에서 면제해 준 집중 과정
연수비(3백만원)을 경상대학교에 납부함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년

월
지원자:
추천자: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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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추천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동 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추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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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