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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깨끗하게 작성하기 바람(Please type or print clearly in Korean or English.) 

2017학년도 1차 수시 대학원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원서 

(Application for Graduate School for Foreign Nationals, Spring Semester 2017) 

지원자격 

(Eligibility of Applicants) 

순수외국인(Foreign Nationals whose parents are both citizens of countries other than Korea.) ( ) 

전교육과정이수외국인(Overseas Foreign Nationals : Those who have received primary, secondary and 

university education outside of Korea) ( ) 

지원과정(Program) 일반과정(Regular Program) ( ) 학과간협동과정(Interdisciplinary Program) ( ) 

학위과정(Type of Degree) 

석사과정(Master's Degree Program) ( ) 

학연산협동과정(Academy-Research-Industry Cooperation Program) ( ) 

박사과정(Doctoral Degree Program) ( ) 

석.박사통합과정(Combined Master's and Doctorate Program)( ) 

석사과정 편입학  

(Transfer to Master's Degree Program) ( ) 

박사과정 편입학  

(Transfer to Doctor's Degree Program) ( ) 

※어학능력 지원자격 

확인서류 제출여부 
※제 출 ( ) ※미제출 ( ) 

사 진 

(Attach Photo) 

(3㎝×4㎝) 
지 원 

분 야 

(Field) 

계 열 

(Division)  
코드번호 

(Code No.)  

학과군 

(School) 

★ 

 

학 과 

(Department)  
코드번호 

(Code No.)  

전 공 

(Major)  
코드번호 

(Code No.)  

성 명 

(Name) 

한글(in Korean) 
 

성별(Sex) 국적(Citizenship) 
 

영문(in English) 
 남(M) 

․ 

여(F) 

생년월일 

(Date of Birth) 
   한자(in Chinese) 

 년(Year) 월(Month) 일(Day) 

연락처 

(Contact) 

․우편번호[Zip(Postal) Code]: 
휴대전화(Cell Phone) 

 ․주소(Address): 

한국내 전화번호 

(Phone in Korea)  

본국전화번호 

(Permanent home phone)  ․E-메일(e-mail): 

http://cie.chungbuk.ac.kr/


학력사항 

(Academic 
History) 

대 학 교 

(University) 

학 과 

(Department) 

전 공 

(Major) 

졸업․수료(예정)년도/월 

(Date of Graduation YY/MM) 

   
년/ 월 

(Year) (Month) 

   
년/ 월 

(Year) (Month) 

출신대학연락처 

(University 
Attended) 

주소(Address) 
 

전화(Phone No.) 
 

팩스(FAX No.) 
 

지원자 직업 

(Occupation) 

직장명 

(Workplace)  
직위 및 직급 

(Title of Position)  

한국내후견인 

(추천자) 

(Sponsor 
in Korea) 

성 명 

(Name)  
지원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휴대전화(Cell Phone) 
 

전화번호(Tel No.) 
 

직 업 

(Occupation)  
직장명 

(Workplace)  직위(Title of Position) 
 

기숙사 입사신청 

(Dormitory Application) 

희망여부 예(Yes) ( ) / 아니오(No) ( ) 

희망자만 기재 
(Dormitory Applicants Only) 

주7일(주말포함) 1일 3식 제공(7 days of meal provided, including weekends) ( ) 

주5일(주말제외) 1일 3식 제공(5 days of meal provided, Excluding weekends) ( ) 

본인은 귀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given in this application and accompanying document is completed and accurate.) 

지원자성명(Name of Applicant)  

지원자서명(Legal Signature of Applicant)  

지원일자(Date) . . 2016.  

접수자인 
(Recipient) 

전형료 수납인 
(Application Fee Payment) 

(인) 

(Stamp) 

수 납 필 

(Stamp)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음(Do not fill in the section marked“※".) 

․“학력사항”란에는 석사과정 지원자는 학사과정 출신대학만을 기재하고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 편입학 지원자는 석사과정 

출신대학만을 기재하되, 출신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편입한 사실이 있을 때는 편입 전 출신대학 또는 대학원을 기재 

접수(수험)번호 

(Receipt No.) 
※ 

(Those applying to the master's, doctorate or Transfer to Master's program should fill in the name of the 
university previously attended in the academic history section. Applicants that have previously transferred to 
other universities should fill in the name of these universities als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