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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강의 내용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하오니 원서접수 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쇄기준일  : 2022.05.31.(화)



국민에게 미래는 

[즐거움] 입니다



학부 2,966명

대학원 1,375명

학부 20,917명

대학원 3,853명

학부 1,439명

대학원 799명

전임교원 668명

비전임교원 1,217명

4,341명
입학정원

24,770명
재적생

2,238명
학위과정외국인

유학생

1,885명
교원

 KOOKMIN UNIVERSITY 

• 14개 단과대학 53개 학부·과(독립학부 포함)
• 일반대학원 43개 학과, 11개 특수대학원, 3개 전문대학원(석사)
• 일반대학원 41개 학과, 3개 전문대학원(박사)

대학·대학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미래자동차 분야 주관대학 선정
(2021~2026 / 총 6년)

SW중심대학 사업선정
(2022~2027/총 6년)

9 년 연속(2014~   )

연102 억원

110 억원

산림청 산림산업 첨단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 (2019~2023/총 5년)

36.6 억원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사업 선정

30.6 억원

(2020~2022 /총 3년)

2021 중앙일보 대학평가 창업교육 비율

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2022~2024/총 3년)

교육부 BK21플러스 선정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수요맞춤 성장(2022~2027/총 6년)

(2020.09.~2027.08. / 총 7년)

미래인재양성형 3개팀 혁신인재양성형 2개 연구단

60 억원

1 위

약180 억원

240 억원

120억원

교육부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선정
(2019~2026/총 7년)

23.1억원

1위 과학기술교수당 기술이전 수입액

(2022. 4. 1. 기준)



차세대 이동수단의 개발 및 실현을 위하여 친환경 전동화, AI, 빅데이터, Autonomous system 분야의 
공학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차세대 모빌리티 전문 융합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미래사회 실수요에 부응하는 미래 지향형 교육 체계 수립을 위하여 

PBL (Project-Based Learning) 교과목의 비중 확대

• 대기업 및 중소(견) 기업 전문가가 참여하여,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의 
산업계 관점 문제 정의, 방향 설정, 프로젝트 진행 및 평가의 전과정 멘토링

• 국내 유수의 모빌리티 관련 기업과의 전문 인력 공동 육성 체계를 
확립하여 산학연 간의 인력 선순환 생태계 마련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에 대한 성공적인 노하우를 가진 자동차융합

대학을 포함한 학내 미래모빌리티 관련 우수 교원이 교육에 참여

• 다양한 분야의 코어 기술을 연계해 단일 학과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커리큘럼 적용

고급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내 유일의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석사연계 과정 운영

• 자동차 분야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최고 역량을 바탕으로 학위 교육 노하우, 첨단 
연구기자재 등의 기존 인프라를 미래모빌리티학과 우수인재 양성에 활용

△UAM/드론, 

△딜리버리로봇, 

△Personal Mobility, 

△TaaS/MaaS 등의 

다양한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전문가

졸
업 후 진로

인재상

차세대 모빌리티 특성화 
전문 융합 창의 인재

미래모빌리티학과

  독립학부 

미래모빌리티학과는 △UAM/드론, △딜리버리로봇, △Personal Mobility, 

△TaaS/MaaS 등의 다양한 차세대 이동수단 개발 및 실현을 위한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첨단학과

소개

교육목표 
및 방향



데이터 과학, 

컴퓨터비전, 자연어처리, 

자율주행, 빅데이터 처리, 

인공지능 응용 및 융합 등

졸업 후 진로

인공지능학부

인공지능학부는 컴퓨터공학/소프트웨어 기반의 응용 인공지능 교육을 지향

합니다. 체계적인 컴퓨터공학 및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을 통해서 기본에 충실한 

인공지능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재상
Kookmin AI, 
Quantum Leap!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특성화된 글로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첨단학과

소개

인공지능학부는 학생들이 체계적인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의 기초 지식을 쌓고 핵심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 및 응용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을 보유

• 저학년 핵심 코딩 과목은 소규모 인원으로 수업이 진행

• 학부 재학생 선배들로 구성된 특별한 멘토 그룹의 체계적인 학습 지원

차별화된 인공지능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핵심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공지능 응용 능력 함양

• 4년간 학교-기업-학교로 이어지는 샌드위치(Sandwich) 학위 과정을 운영

• 학점 인정형 현장실습을 1회 이상 이수하여 현실 감각을 익히고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진로와 세부 전공 분야를 정함 

통합적 사고 능력과 다양한 분야와의 글로벌 융합연구 역량을 높여서 AI+X 문제 해결

• 글로벌 융합연구 역량 향상을 위해서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과 
실리콘밸리 소재 기업 등에 다양한 글로벌 현장학습과 취업 기회를 국내 대학 최고 수준으로 

제공하는 GREAT(Global Research Experience in Artificial inTelligence) 프로그램을 운영

교육목표 
및 방향

미션

비전



교육목표 
및 방향

AI빅데이터융합경영학과

비즈니스애널리스트, 

데이터분석가, 빅데이터엔지니어, 

데이터과학자, 데이터베이스관리자, 

데이터개발자, 데이터컨설턴트, 

데이터기획자 등

졸
업 후 진로

AI빅데이터융합경영학과는 AI·빅데이터의 기술과 경영학의 융합을 통해 경영의사

결정을 위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통찰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디지털 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경영대학 

인재상

비즈니스의 이해와 협업 능력

AI 기술의 응용능력

빅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능력

융합교육에 최적화된 커리큘럼 및 교육모델 운영

• 1~2학년에 기초역량, 3학년까지 핵심역량을 습득하고 4학년에 핵심역량
으로부터 창의적인 융합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융합교육에 최적화된 

커리큘럼 제공

• 팀팀Class,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등 정부, 기업, 지역사회기관 
등과 함께 협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여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용적 융합교육 모델 운영

산업계 수요 맞춤형 교육 진행

• 산업현장의 실제 데이터세트를 가지고 현장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실무중심의 과목을 개설하고 AI빅데이터 전문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제휴를 통하여 실무 전문가의 특강과 팀
티칭 제공

최첨단 실습환경과 최적의 온·오프라인 강의 제공

• 최신 GPU가 탑재된 딥러닝 교육 서버를 구축하여 최대 120명이 
동시에 딥러닝 실습이 가능한 실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수준 높은 비대면 
강의 컨텐츠 제작을 위한 K*STUDIO, 모빌리티가 강화된 최첨단 멀티미디어 
계단식 강의실로 최적의 온·오프라인 강의 환경 제공

첨단학과

소개

창의적 혁신가

분석 전문가

융합형 전문가



스마트시티 도시계획, 

스마트 스페이스 계획, 데이터 기반 디자인, 

고객 AI 감정 분석, AI 컨설팅, AI 서비스 기획,   

빅데이터 고객 커뮤니케이션 분야, 

생체신호 평가 분야, 홀로그램/VR/AR 분야,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가, 미래 모빌리티 기획 

및 디자인, 사물인터넷 등

졸업 후 진로

AI디자인학과

AI디자인학과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자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미래 디자인 방법을 탐구하며, 인공지능 적응형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조형대학 

인재상

기초조형 이해

서비스 디자인 수행

데이터 기반 디자인

첨단학과

소개

교육목표 
및 방향

미래기술 및 미래환경에 대한 통찰력과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디자인, 미래형 제품 및 솔루션을 구현
하여 융합 산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능력을 함양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로보틱스, 

사물인터넷, 생체기술,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시티와 같은 신산업 및 기술 분야에 특화된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으로 인한 디자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디자인학과의 교육은 새로운 융복합 시대에 미래 디자이너의 기본 능력으로 요구
되는 전문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익힘으로써 기본소양과 창의력을 갖추고 
미래기술 및 미래환경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타 학과와의 연계를 통한 융합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민대학교 내 인공지능학부 및 미래모빌리티학과와의 공동수업 개설을 통해 
공학과 디자인의 시너지효과를 창출

• 공업디자인, 시각디자인, 공간디자인, 영상디자인, 자동차�운송디자인 등 조형
대학 내 디자인 관련 학과와의 공동수업을 개설하고 신생 디자인 분야를 공동으로 

개척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신설학과의 첨단성과 현장성 강화

 • AI디자인 분야 교수 및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스튜디오를 통해 다양한 산업과 트렌드를 
이해하는 실무능력을 함양

• 학문분야의 첨단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산업계의 관심을 유도하여 산학 네트워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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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1  재외국민 전형 모집 단위 변경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비고

학부(과)별 모집 단과대학별 모집 단, 조형대학과 공연예술학부 
연극전공은 기존의 학부(과) 단위 선발

2  재외국민 전형 모집 인원 변경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비고

총 모집 인원 56명 총 모집 인원 47명 모집 인원 조정 세부 내역은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3p) 참조

3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 서류 제출 대상자 선발 인원 변경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비고

각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5배수와 10명 중 큰 수

각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5배수와 15명 중 큰 수 서류 제출 대상자 선발 인원 변경

4  재외국민 전형 서류평가 활동 증빙자료 관련 변경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비고

최대 10개 항목
A4 10페이지 이내

최대 10개 항목
A4 20페이지 이내

세부 내역은 전형방법 및 
고사내용 (p.16~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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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 열 대 학 모집단위
모집인원(명)

학부 내 전공
재외국민 최대모집

가능인원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새터민

인 문

글로벌
인문ᆞ지역

대    학

 한국어문학부

4

4 ○ ○  국어국문학전공※/글로벌한국어전공

 영어영문학부 4 ○ ○  영미어문전공※/ 
 글로벌커뮤니케이션영어전공※

 중국학부 4 ○ ○  중국어문전공※/중국정경전공

 한국역사학과※ 4 ○ ○

사회과학
대    학

 행정학과※

6

6 ○ ○

 정치외교학과※ 4 ○ ○

 사회학과 3 ○ ○

 미디어�광고학부 5 ○ ○  미디어전공/광고홍보학전공

 교육학과※ 1 - 1

 러시아�유라시아학과 3 ○ ○

 일본학과 3 ○ ○

법과대학  법학부 1 1 ○ ○ 공법학전공※/사법학전공※

경상대학
 경제학과※

2
2 ○ ○

 국제통상학과※ 2 ○ ○

경영대학

 경영학부

6

6 ○ ○ 경영학전공/글로벌경영전공

 경영정보학부 5 ○ ○ 경영정보전공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4 ○ ○ International Business전공 

 재무금융‧회계학부 6 ○ ○ 재무금융전공/회계학전공

AI빅데이터융합경영학과 6 ○ ○

자 연

창의공과◉

대    학

 신소재공학부

5

5 ○ ○  기계금속재료전공/전자화학재료전공

 기계공학부 5 ○ ○  기계공학전공※

 건설시스템공학부 5 ○ ○ 건설시스템공학전공

 전자공학부 5 ○ ○  지능형반도체융합전자전공※/전자시스템공학전공
/지능전자공학전공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2

2 ○ ○  소프트웨어전공

인공지능학부 2 ○ ○ 인공지능전공

자 동 차
융합대학

 자동차공학과※

2
2 ○ ○

 자동차IT융합학과 2 ○ ○

과학기술
대    학

 산림환경시스템학과

6

3 ○ ○

 임산생명공학과 3 ○ ○

 나노전자물리학과※ 4 ○ ○

 응용화학부 6 ○ ○ 나노소재전공/바이오의약전공

 식품영양학과※ 3 ○ ○

 정보보안암호수학과 4 ○ ○

 바이오발효융합학과 4 ○ ○

 건축대학  건축학부 1 1 ○ ○ 건축설계전공(5년제)◈/건축시스템전공(4년제)

미래모빌리티학과 1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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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 열 대 학 모집단위
모집인원(명)

학부 내 전공
재외국민 최대모집

가능인원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새터민

예ᆞ체능

조형대학

 공업디자인학과 1 1 ○ ○

 시각디자인학과 1 1 ○ ○

 금속공예학과 1 1 ○ ○

 도자공예학과 1 1 ○ ○

 의상디자인학과 1 1 ○ ○

 공간디자인학과 1 1 ○ ○

 영상디자인학과 1 1 ○ ○

 자동차ᆞ운송디자인학과 1 1 ○ ○

AI디자인학과 1 1 ○ ○

예술대학  공연예술학부 연극전공※ 1 1 ○ ○

체육대학

 스포츠교육학과※ 

1

1 ○ ○

 스포츠산업레저학과※  1 ○ ○

 스포츠건강재활학과※ 1 ○ ○

총 모집인원 47

▪재외국민 전형은 서류평가, 면접 및 실기고사 실시 후 전형총점의 성적순으로 각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5배수와 15명 중 큰 수로 
자격서류심사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단과대학으로 모집하는 경우 학부(과)별 입학정원의 최대모집가능인원 범위(입학정원의 10%)내에서 해당 단과대학별 전형총점 성적
순으로 선발합니다.

   (단, 교육학과는 재외국민 전형에서 1명 이내로 선발함)
▪(○) 표시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및 새터민은 모집 단위별로 정원 제한 없이 모집합니다.
   (단, 교육학과는 새터민 전형에서 1명만 모집함)
▪입학 후 주간 학부(과)와 야간 학부(과) 상호 간 전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교육학과는 ‘사범계열학과’이므로 요건 충족 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이 수여됩니다.
▪(※) 표시된 모집단위는 교직이 개설되어 있어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될 경우 교직과정 이수 후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 단, 학과�전공 신설 및 명칭 변경 등 대학 편제 개편으로 교육부 교직이수 승인이 취소되거나 교직 승인 인
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은 21세기형 글로벌 전문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전공 수업은 100% 영어 강의로 진행됩니다.
▪(◉) 표시된 창의공과대학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단일인증프로그램 교육과정으로 운영됩니다.
▪(◈) 표시된 건축학부 건축설계전공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으로부터 건축학교육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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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서접수

1  접수기간 : 2022.07.04.(월) 10:00 ~ 07.08.(금) 18:00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2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별도의 원서 교부 및 방문 접수 없음)

3  접수절차

4  원서접수 유의사항

가. 전형료 결제 후에는 지원 취소나 지원 사항(전형유형, 모집단위 등) 수정이 불가능하니, 전형료 결제 전에 반드시 지원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수험표는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만 출력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kookmin.ac.kr)
・원서접수 사이트(www.uwayapply.com)

・대입 표준공통원서 회원가입
・반드시 지원자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해야 함(보호자 등 타인 아이디로 원서 접수 불가함)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증명사진(3x4cm, jpg파일)을 미리 준비해야 함

・자기소개서 입력은 해당자에 한함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는 접수취소가 불가하며, 지원사항,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 수정 불가능함

・고사 당일 신분증과 함께 필수 지참해야 함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공통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력

국민대학교 추가원서 작성 및 입력

전형료 결제

접수 완료

수험표 출력

모집요강 및 원서접수 
유의사항 숙지

대입 표준공통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원서접수 중인 사이트에서
｢국민대학교｣ 검색

※ 접수 마감일은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 장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마감시간 1시간 전에 미리 접수하여 지원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동의
・원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수집�이용�위탁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

2023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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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정 비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2.07.04.(월) 10:00 ~ 
      07.08.(금) 18:00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kookmin.ac.kr) 
˙원서접수 사이트(www.uwayapply.com)

서류제출 및 입력기한
- 서류평가 대상자

- 조형대학 면접고사 대상자

2022.07.04.(월) 10:00 ~ 
      07.08.(금) 18:00

인문�자연계, 
체육대학

(재외국민)

˙자기소개서 입력
˙서류평가용 서류 제출

전형방법 및 
고사 내용참조 
(p.16~19) 조형대학

(재외국민, 
전교육과정, 

새터민)

˙면접고사용 작품집 제출

면접 및 실기고사
고사장 및 고사 시간 안내 2022.07.14.(목) 10:00 예정

 ̇ 개별 통보 없음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지정일시 및 장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개인별 지정일시는 변경 불가함

전
형
일

인문계,
자연계,

체육대학

면접고사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새터민 해당)

2022.07.17.(일)
 ̇ 별도의 예비소집 없음
 ̇ 수험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 개인별 지정일시는 변경 불가함

조형대학
면접고사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새터민)

공연예술학부
연극전공

실기고사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새터민)

지원자격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평가�면접�실기고사 선발자)  2022.07.22.(금) 10:00 예정

 ̇ 개별 통보 없음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함

지원자격서류 제출 기간 2022.07.25.(월) ~ 07.27.(수)
˙등기우편 (07.27.(수) 기준 국내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방문제출 (추후 공지 예정,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최초 합격자 발표  2022.09.07.(수) 17:00 예정  ̇ 개별 통보 없음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함 

충원 합격자 발표 2022.12.20.(화) ~ 12.26.(월)  ̇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최초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함

등록금 완납 2023.02.07.(화) 09:00 ~
      02.09.(목) 16:00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납부

※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 및 코로나19(COVID-19) 관련 사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kookmin.ac.kr)에 공지하니, 수험생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기간 내에 지원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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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자격

가. 재외국민(47명 모집)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자 격 기 준

자 격 구 분 자 격 요 건

최소 해외 재학ㆍ근무ㆍ체류 기간

학생 보호자 
(부 또는 모)

보호자의 배우자
(부 또는 모)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
행령」제29조 제2

항 제2호)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재외국민의 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해외 파견근무자
˙현지법인 근무자(취업자 포함)
˙자영업자
˙선교사

3년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이수 기간의 

3/4
3년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이수 기간의 

2/3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이수 기간의 

2/3

1) 국외재학기간 : 외국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재학한 기간

2) 국외근무기간 : 재직증명서상 근무 시작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상 출국한 날 중 늦은 날부터 재직증명서상 근무 종료일과 최종 귀국일 중 이른 날 까지 
해당국에서 근무한 기간

3) 국외체류기간 :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당국 체류일수를 합한 기간

※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단, 검정고시 등의 학력인정방법 제외)
※ 1년 2학기제 기준이며 1년은 365일 기준으로 모든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함(3년=1,095일)

나.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정원 제한 없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ᆞ중ᆞ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다. 새터민(정원 제한 없음. 단, 교육학과는 1명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ᆞ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
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KOOKMIN UNIVERSITY



6 지원자격 상세내역

┃ 재외국민 ┃

1  해외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1-1.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1) 국내, 국외 포함하여 초ᆞ중ᆞ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재외국민 전형 자격기준 충족자

3)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의 자녀
※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1-2. 해외 파견근무자의 자녀

▪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1) 국내, 국외 포함하여 초ᆞ중ᆞ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재외국민 전형 자격기준 충족자

3)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해외 파견근무자의 자녀 

※ 법인 또는 지사 설립이 되지 않은 곳에 단순 파견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해외 파견근무자의 범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설치인증ᆞ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ᆞ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1-3.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1) 국내, 국외 포함하여 초ᆞ중ᆞ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재외국민 전형 자격기준 충족자

3)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ᆞ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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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자격 상세내역

1-4.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1) 국내, 국외 포함하여 초ᆞ중ᆞ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재외국민 전형 자격기준 충족자

3)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2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2-1. 현지법인 근무자(취업자)의 자녀

▪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1) 국내, 국외 포함하여 초ᆞ중ᆞ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재외국민 전형 자격기준 충족자

3) 현지법인 근무자(취업자)의 자녀

2-2. 자영업자의 자녀

▪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1) 국내, 국외 포함하여 초ᆞ중ᆞ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재외국민 전형 자격기준 충족자

3) 해당국 정부로부터 영업허가 승인을 받고 영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영업자의 자녀

2-3. 선교사의 자녀

▪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1) 국내, 국외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재외국민 전형 자격기준 충족자

3) 국내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종교단체에서 해외로 파견된 선교사의 자녀

4) 해당 법인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선교사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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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자격 상세내역

┃ 초ᆞ중ᆞ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정원 제한없음)  ┃ 

▪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1)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ᆞ중ᆞ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형 자격기준 충족자

┃ 새터민(정원 제한없음. 단, 교육학과는 1명 모집)  ┃ 

▪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1)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 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ᆞ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새터민 전형 자격기준 충족자

2023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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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안내 사항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수학기 인정 사례>
 (사례 1)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학제 차이로 인한 
1개 학기 누락

<자격 인정>

학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A

B

※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은 1개 학기까지 인정

 (사례 2)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학제 차이로 인한 
학기 중복과 누락

<자격 인정>

학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A

B 대   
체

대   
체

※ 학제 차이로 1개 학기를 초과하여 A학교와 B학교의 재학 학기가 중복된 학기는 학제 차이 또는 월반으로 인하여 이수하지 못한 학
기 수만큼 보충하는 학교 과정으로 간주하여 이를 인정

 (사례 3)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학제 차이로 인한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자격 인정>

학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A

B

※ 전�편입학 시 학제 차이로 인하여 A학교와 B학교의 재학 학기가 2개 학기 이상 중복된 경우는 중복된 학기 중 1개 학기만 인정

7 지원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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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기 불인정 사례>

 (사례 1)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2개 학기 누락
총 22학기 이수

<자격 불인정>

학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A

B 대   
체

※ 학제 차이로 인한 1개 학기 중복으로 누락 학기 중 1개 학기를 대체하였으나, A학교와 B학교의 전�편입학 과정에서 2개 학기 누락으
로 자격 불인정

 (사례 2)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2개 학기 누락 총 
22학기 이수

<자격 불인정>

학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A

B 대   
체

대   
체

※ 전�편입학 시 학제 차이로 인하여 A학교와 B학교의 재학 학기가 2개 학기 이상 중복된 경우는 중복된 학기 중 1개 학기만 인정하기 
때문에 2개 학기 누락으로 자격 불인정

2  재외국민 지원자격 심사기준

가. 국외근무자

▪국외근무자란 역년으로 통산 3년 (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를 말합
니다.

나. 국외근무자의 자녀

▪국외근무자의 자녀는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 (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기간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를 말합니다.

다. 국외재학기간

▪지원자의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은 보호자의 국외 근무 기간 내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생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
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
로 봅니다.

▪1개 학년이 3term제로 운영되는 학교는 1,2term을 이수해야 1학기로 인정하며 2,3term을 이수해야 2학기로 인정합니다(3개의 
term을 모두 이수해야 1개 학년으로 인정).

▪3term제의 1term 또는 3term만 이수하거나, N학년의 3term과 N+1학년의 1term을 이수하는 등 본교의 1개 학기 인정 범위를 벗
어난 경우 원칙적으로 1개 학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개 학년이 4quarter제로 운영되는 학교는 1,2quarter를 이수해야 1학기로 인정하며 3,4quarter를 이수해야 2학기로 인정합니다(4
개의 quarter를 모두 이수해야 1개 학년으로 인정).

7 지원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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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quarter제의 1개 quarter만 이수하거나, N학년의 4quarter와 N+1학년의 1quarter를 이수하는 등 본교의 1개 학기 인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 원칙적으로 1개 학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학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국학교에서 단순 어학 수업만 이수한 학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ESL과정, 어학연수 등).

라. 국외체류일수 조건

▪학생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
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
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하며, 방학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마. 근무기간 및 체류기간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

근무기간 재직증명서상의 근무 시작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출국한 날 중 늦은 날부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 종료일과 최종 귀국일 중 이른 날까지 해당국에서 근무한 기간

체류기간 근무와 재학이 중첩되는 기간 내에서 해당국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근무 증빙서류(세금납부 증빙서류 등)는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세부 지원자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 심사기준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국외 동일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
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합니다.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
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
자로 인정합니다.

4   외국학교 인정기준

▪외국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국학교는 해당국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만을 인정하며,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호자(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에 한하며, 보호자(부모) 근무국의�지역�종교�체제(공산권 국가 등) 등의 특성상 제3국에서의 수
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국 수학인정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합
니다.

7 지원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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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부모의 근무국에서 자녀의 인정기간과 동일하게 거주 및 근무(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통산 3년 이상)해
야 합니다(근무/체류/재학이 중첩되는 기간만 재외국민 지원자격 기간으로 산정).

▪우리나라의 학년도가 끝나는 2023년 2월 말일을 자격인정 기준시점으로 합니다.

   ※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한국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초과인정함.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새터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국외 근무기간 및 체류기간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새터민은 외국학교 재학기간과 무관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새터민은 부모의 자격과 무관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인정 여부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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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형방법 및 고사내용

 전형방법   

1  재외국민

모집단위 전형형태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
서류평가 면접고사 실기고사 계

인문계, 자연계, 체육대학 일괄합산 100% 100%
(1,000점) - - 100%

(1,000점)

조형대학 일괄합산 100% - 100%
(1,000점) - 100%

(1,000점)

공연예술학부 연극전공 일괄합산 100% - 100%
(1,000점)

100%
(1,000점)

  ※ 서류평가, 면접 및 실기고사 실시 후 전형총점의 성적순으로 각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5배수와 15명 중 큰 수로 자격서류 심사 대상자를 선발합
니다(단, 자격서류심사 대상자 선발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자격서류심사 대상자로 선발함).

2  초ᆞ중ᆞ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및 새터민

모집단위 전형형태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
면접고사 실기고사 계

인문계, 자연계, 체육대학 일괄합산 100% 100%
(1,000점) - 100%

(1,000점)

조형대학 일괄합산 100% 100%
(1,000점) - 100%

(1,000점)

공연예술학부 연극전공 일괄합산 100% - 100%
(1,000점)

100%
(1,000점)

  ※ 본교 최종선발기준(p.25)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전원 자격서류 심사 대상자로 선발합니다.

 고사내용   

1  서류평가

가. 제출 서류 목록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비고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

-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기재금지사항을 참조하여 작성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 
목록표 - 선택 제출

성적증명서
(10학년~12학년 기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PDF 파일

로 업로드

-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국내 고교(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포함) 재학 또는 졸업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PDF 파일 변환 후 업로드
- 블라인드 대상 서류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 -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 목록표 작성자에 한함
- 블라인드 대상 서류

 ※ 한국어,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을 받은 후 업로드해야 합니다.

 ※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이 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중 블라인드 대상 서류(성적증명서,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는 원본 1개 파일, 블라인드 처리한 사본 1개 파일 각각 1부를 모두 업로
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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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형방법 및 고사내용

나. 서류 제출 관련 안내

1) 자기소개서 기재금지사항
 - 자기소개서에 아래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불합격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 고교명, 지원자 성명, 지원자 거주지역 등 기타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 지원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또는 추상적 직종명을 기재한 경우
 - 자기소개서 작성이 극히 불량하거나, 평가할 수 없을 만큼 분량이 적은 경우 등 

2) 성적증명서,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 블라인드 처리 안내
 - 블라인드 처리항목: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사진, 학교명 등 개인 및 출신학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
 - 위 블라인드 처리 항목이 미비한 경우 본교에서 추가로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 블라인드 처리되지 않은 원본 1개 파일, 블라인드 처리한 사본 1개 파일 각각 1부를 모두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다.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 관련 안내

1) 학업능력 및 활동 종류와 증빙서류 예시 

종류 증빙 서류

해당국 대학입학시험 성적�학력증명서 SAT, IB, AP, A-Level 등 

수상경력 수상경력 증명서

어학능력 입증서류 TOEIC, TOEFL, TEPS, IELTS, HSK, JLPT, TORFL 등 인정(취득) 증명서

자격증 및 봉사활동 등 기타활동 자격증,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입증 서류

2) 제출 서류 규격
  가) 항목: 지원자가 판단하는 우선 순위가 높은 10개 항목
  나) 증빙서류 페이지 기준: A4 기준 총 20페이지 이내
  다) 용량: 원본/블라인드 각각 12MB 이내 1개의 PDF 파일

3) 서류 작성 방법
  가)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 목록표에 기재된 순서대로 1장씩 정리하여 총 20페이지 이내로 구성합니다.
  나) 2장 이상으로 구성된 1건의 서류의 경우, 총 20페이지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할 페이지를 선택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다) A3 -> A4 등의 A4 사이즈로의 단순 축소·확대 복사에 한하여 인정하며, A4 1장에 여러 장의 서류를 축소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국 언어로 작성되어 한글이나 영어로 번역공증을 받은 경우는 원본과 번역본을 축소하여 1장으로 편집하여 제출)
  라) 공증,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등으로 인하여 서류가 책자나 철 형태로 묶음 처리된 경우,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로 제출할 페이지를 

1장씩 스캔하여 제출합니다.

4) 제출시 유의사항
  가) 지원자 본인의 재학 기간을 기준으로 10학년 ~ 12학년의 3년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1학년제 학교 졸업(예정)자: 9학년 ~ 11학년 / 13학년제 학교 졸업(예정)자: 11학년 ~ 13학년
  나) 증빙서류의 취득일이 지원자 본인의 고교 과정 재학 기간 기준 외의 일자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는 반드시 목록표에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인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마) 발행기관이 없는 서류 및 실적물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진, 발표 자료, 신문, 개인 제작 포트폴리오 등)
  바) 모든 서류는 A4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별도 양식은 없으며, A4 기준으로 확대/축소를 진행할 경우 서류의 판독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사) 블라인드 처리는 지원자의 성명 등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에 한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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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형방법 및 고사내용

  아) 서류에 별도 설명을 기재하는 등의 편집은 불가합니다.
  자) 지원자에 대한 추천서는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 공식적인 문서로 증빙이 가능한 서류만 인정하며, 확인을 위해 서류평가 중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합격 후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원본 제출이 불가한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타) 원서접수 종료 후에는 입력 및 업로드한 내용의 수정이 불가하니, 반드시 마감 전 입력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서류평가 안내

1) 평가방법
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아래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나)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 주요 내용

자기주도성
(30)

˙국내�외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국내�외 고등학교 내의 교육활동 외에도 스스로 다른 활동을 찾아서 진행해왔는가?

도전정신
(20)

˙단순 교육 성취 수준 외에도 다른 활동을 통한 노력이나 향상심이 보이는가?
˙본인의 발전 가능성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진행해 보았는가?
˙국내�외의 환경적 차이에 대한 적응 노력과 태도가 보이는가?

전공잠재력
(25)

˙지원 모집 단위에 대한 이해와 학업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진로탐색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왔는가?
˙해당 전공에 대한 진로 개념을 구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가?

학업능력
(15)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학업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국내�외 고등학교에서의 학업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공동체의식 및 협동능력
(10)

˙공동체 활동에서의 나눔, 배려, 협력의 관계를 실천할 수 있는가?
˙다양한 단체활동 속에서 리더십과 협력정신 등을 보였는가?

2) 서류 평가 관련사항
가) 지원자의 고교 교육과정 및 고교 재학 중 기타 교육 활동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평가합니다.
나) 교과 성적 이외의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 또한 본교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다) 단순 성취 수준 뿐만 아니라, 해당 교육 진행 과정 중 느끼고 학습한 사항을 평가합니다.
라)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를 모두 종합하여 지원자의 최종 서류평가 점수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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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형방법 및 고사내용

2  면접고사

모집단위 면접고사 내용 및 배점 비고기본소양Ⅰ 기본소양Ⅱ 작품집

조형대학 25%
(250점) - 75%

(750점)

작품수준 25%
(250점)

[조형대학 작품집 규격]
  �작품: 평면/입체작품 10점 이내
  �규격: 작품 1점당 A3 이내의 인쇄물/출력물 1장 기준
  �유의사항: 지원자 식별 가능한 표식 절대 금지

[원서접수 시 작품집 제출 안내]
※ 원서접수 단계에서 면접 시 지참할 작품집을 1개의 PDF 

파일(10MB 이내)로 변환하여 등록해야 함
      (미등록 시 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면접고사 시 작품집 지참 안내]
※ 면접 시 작품집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미지참 시 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기본소양Ⅰ, 기본소양Ⅱ]
- 출제내용: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나 이슈화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제
- 평가내용: 수험생의 기본 자질 및 품성 등 평가
- 면접방법: 출제된 문제 열람 후 질의응답 형식의 개별 

구술면접

전공지식 25%
(250점)

표현력 25%
(250점)

인문계, 자연계, 체육대학
(초ᆞ중ᆞ고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및 새터민)

50%
(500점)

50%
(500점) -

3  실기고사

모집 단위 실기내용 배점 비고

공연예술학부 
연극전공

자유연기

독백, 혹은 연기적 표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 또는 움직임

100%
(1,000점)

연기력 50%
(500점) ※실기고사는 배경음악 및 반주 없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의상은 반드시 흰색과 검은색 연습복만 착용 

가능함표현력 50%
(5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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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원자격 서류 제출 안내

1  지원자격 서류 목록 (자격서류 제출 대상자에 한함)
  가. 해외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순번 서류명 해외근무
공무원

해외
파견근무자

외국정부 /  
국제기구 
근무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비고

1 자격서류 심사 신청서 O O O O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 후 출력

2 초등학교 성적, 졸업증명서 O O O O

3 중학교 성적, 졸업증명서 O O O O

4 고등학교 성적, 졸업(예정)증명서 O O O O

5 학사일정 (School Calendar) 
또는 학제 관련 서류 O O O O

6 학력조회 동의서 O O O O 본교 서식

7 가족관계증명서 O O O O 학생 기준

8 출입국사실증명서 O O O O 학생 및 부모

9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 O O O O 학생 및 부모

10 여권사본 O O O O 학생 및 부모

1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O O O O 학생 및 부모

12 근무자 재직증명서 O O O O 해외근무기간 명시

13 가족관계 관련 별도 서류
해당자

14 제3국 수학인정 신청서

15 공무원 증명 서류 O

16 해외지사설치인증(신고)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승인(허가)서 사본 O 신고(허가)일이 보호자의 근무 시작일 이전이

어야 함

17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 사실 증빙 서류 O

18 정부초청서 또는 추천서 O

< 세부 안내사항 >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p.22~24)을 반드시 참조하여 서류를 준비한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학년 및 재학기간(전입�전출일자 포함) 기재 (재학기간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재학(사실)증명서 제출)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2022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 및 최종 학기 성적이 반영된 성적증명서 제출

※ 학사일정 (School Calendar) 또는 학제 관련 서류
- 해당 외국학교의 학기 시작 및 종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셔 등 가능 (홈페이지 출력 시 웹사이트 주소 표기)

※ 가족관계 관련 별도 서류
- 부모 이혼 시: 부모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사망 시: 사망자 기본증명서 / 본인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

※ 공무원 증명 서류
- 재외 한국학교 교사의 경우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공문이나 인사기록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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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원자격 서류 제출 안내

나.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새터민

순번 서류명 현지법인
근무(취업)자 자영업자 선교사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새터민 비고

1 자격서류 심사 신청서 O O O O O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 후 출력

2 초등학교 성적, 졸업증명서 O O O O

해당자

3 중학교 성적, 졸업증명서 O O O O
4 고등학교 성적, 졸업(예정)증명서 O O O O

5 학사일정 (School Calendar) 
또는 학제 관련 서류 O O O O

6 학력조회 동의서 O O O O 본교 서식
7 가족관계증명서 O O O 학생 기준

8 출입국사실증명서 O O O O
(학생) 학생 및 부모

9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 O O O O
(학생) 학생 및 부모

10 여권사본 O O O O
(학생) 학생 및 부모

1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O O O 학생 및 부모
12 근무자 재직증명서 O O O 해외근무기간 명시
13 가족관계 관련 별도 서류

해당자 해당없음
14 제3국 수학인정 신청서

15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O O

16 해외 세금납부 사실 증빙서류 O O 학생의 재외국민 자격기간 이상
의 서류

17 종교단체의 국내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O 고유번호증 불가

종교단체 원본대조필

18 선교사 파견사실 확인서 O
종교단체 명의 발급, 
법인 대표자 날인
국가 및 기간 명시

19 외국국적증명서
해당자

20 외국인등록증 사본
21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O

22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혹은 학력인정증명서

해당자
23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세부 안내사항 >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p.22~24)을 반드시 참조하여 서류를 준비한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학년 및 재학기간(전입�전출일자 포함) 기재 (재학기간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재학(사실)증명서 제출)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2022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 및 최종 학기 성적이 반영된 성적증명서 제출
※ 학사일정 (School Calendar) 또는 학제 관련 서류
    - 해당 외국학교의 학기 시작 및 종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셔 등 가능 (홈페이지 출력 시 웹사이트 주소 표기)
※ 가족관계 관련 별도 서류
    - 부모 이혼 시: 부모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사망 시: 사망자 기본증명서 / 본인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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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원자격 서류 제출 안내

2  지원자격 서류 제출 대상자 
가. 재외국민 : 서류평가, 면접고사, 실기고사 전형총점의 성적순으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5배수와 15명 중 많은 수로 선발
나.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및 새터민 : 면접고사, 실기고사 결과 본교 선발 기준 충족자

3  서류 제출기간 : 2022.07.25.(월) ~ 07.27.(수) 

4  제출방법
가. 우편제출 : 등기우편 제출을 원칙으로 함 (제출기간 내 국내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02707)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77(정릉동) 국민대학교 입학전형본부
❀ 등기우편 영수증은 배송확인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함 

나. 방문제출 : 추후 공지 예정 (홈페이지에서 확인)

다. 서류 제출대상자는 반드시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해야 함(기간 내 미제출 시에는 자격미달 처리 됨)

5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가. 공통 유의사항

1)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을 받은 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본교 서류 제출처에서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단, 최종 합격자는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함).

3) 해외에서 발급하는 아래의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사서인증 불가)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1. 초�중�고교 재학, 성적, 졸업(예정)증명서  2. 보호자의 재직 관련 증명서

3. 보호자의 세금 납부 관련 증명서 4. 보호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운영되는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행하는 학생의 재학 관련 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사실
증명서, 고교 졸업(예정)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발급을 면제하므로 해당 증명서만 제출함 

4) 국내학교(교육부 인가를 받은 해외 한국학교 포함) 졸업(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학교생활기록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2022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최종 합격자는 입학일 전까지 졸업증명서 및 최종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외국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에 재학기간(전입, 전출일자 포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재학(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학력조회 동의서는 재학한 외국 소재의 중ᆞ고등학교 수 만큼 작성해야 하며 ‘학교정보-이메일’에는 해당 외국 학교의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국외 거주 또는 재학했던 국가가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9)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10) 제출서류상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등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서류별로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이나 재외공관장 발행의 동일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비자발급용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외국인의 경우 유학비자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합니다.

13) 성적 및 재학기록 폐기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해당 학교 또는 한국의 교육청에 준하는 정부기관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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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근무�체류 등 모든 서류는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 이상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보호자의 자격 기준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예) [ 2017.02.01.~2019.02.01. 해외파견근무 / 2019.02.02.~ 2020.03.02. 현지법인근무 ]
           위의 경우 2019.02.01.까지는 해외파견근무자의 자격 서류를, 2019.02.02.부터는 현지법인근무자의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함
16) 졸업일 기준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는 최종 합격자 (2023년 2월 졸업자, 일본 등 일부 지역은 3월 졸업자)는 자격요건에 해당되

는 제출서류(보호자의 재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졸업일 시점에 맞추어 추가 제출해야 하며,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입학)이 취소되며, 이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
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합니다. 

17) 부모 근무국의 지역 종교 체제(공산권 국가 등)등의 특성상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국 수학인정서 및 관련서
류를 제출하면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습니다.

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
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인정 여부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나. 지원자격별 유의사항
1) 해외 파견근무자의 자녀

▪ 재직증명서 : ‘본사 발급분’만 인정하며 파견국가 및 파견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외지사 설치인증(신고)서 사본 또는 해외직접투자승인(허가)서 사본 : 근무 시작일 이전 신고 된 서류만 인정하며 반드시 본사 또는 
은행의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와 해외지사 설치인증(신고)서 (해외직접투자승인서 포함)상의 회사명이 다른 경우 동일 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2) 현지법인 근무자(취업자)의 자녀

▪ 재직증명서 : 재직 중인 해당국 기관 발급(지사 소속인 경우 해당국 지사 발급)분만 인정하며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계약서 
또는 자격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현지 법인등록증 : 해당국에서 발급받은 법인등록증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법인등록일이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 이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현지법인 대표일 경우 ‘법인등록증’에는 대표자 본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폐업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세금납부 사실 증빙서류 : 해당국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현지법인 대표 및 근무자(취업자) : 법인세 납부증명서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제출
※ 세급납부 사실 증빙서류는 연도별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반드시 지원자의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 이상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세자 등 세금납부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해당국 세무법령 및 본인이 그에 해당한다는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자영업자의 자녀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등록일은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에 보호자의 이름이 대표 또는 공동투자자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금납부 사실 증빙서류 : 해당국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면세자 등 세금납부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해당국 세무법령 및 본인이 그에 해당한다는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선교사의 자녀

▪ 종교단체의 국내 법인설립허가증(법인등록증)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설립허가증(법인등록증) 이외 서류는 인정이 불가하며, 
해당 종교단체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 선교사 파견사실 확인서 : 법인등록증에 명시된 종교단체의 명의로 발급받고, 법인 대표자의 날인이 되어 있는 서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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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스티유 협약 안내

▪ 명칭 : Hagu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개요 :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생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 가입국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122개국(2021.09.16. 기준)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20개국)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필리핀, 팔라우, 싱가포르(9월 발효)

유럽
(52개국)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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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1개국) 미국

중남미
(30개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 
자메이카(7월 발효)

아프리카
(11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5개국)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계 122개국

▪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 : 2007.07.14
※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서 관련 문의 : 외교부 관련 홈페이지(http://www.0404.go.kr)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 T: 02-2002-0251~2 / F: 02-2002-0294

서류 위ᆞ변조,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합격(입학)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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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선발기준

1  모든 전형은 일괄합산 전형을 실시하며, 자격심사 후 인정 기준 충족자 내에서 각 모집 단위별 전형요소 반영비율(배점)에 따른 전형총점의 성적순
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2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와 새터민은 정원 제한 없이 모집합니다. 단,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학업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교육학과는 새터민 전형만 1명을 모집함

3  자기소개서 미제출자 및 자기소개서의 1문항이라도 ‘0byte’인 자, 서류평가용 성적증명서 미제출자, 면접고사 또는 실기고사 결시자(응시포기자 
포함), 지원자격 검토 서류 미제출(미비)자, 본교가 정한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4  면접고사에서 ‘F’ 판정을 받은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5  각 모집단위별 전형총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구 분 동점자 처리기준

인문계, 자연계, 체육대학

1. 서류평가 자기주도성 점수 고득점자
2. 서류평가 전공잠재력 점수 고득점자
3. 서류평가 도전정신 점수 고득점자
4. 서류평가 학업능력 점수 고득점자

조형대학
1. 면접고사 작품수준 성적 고득점자
2. 면접고사 전공지식 성적 고득점자
3. 면접고사 표현력 성적 고득점자

공연예술학부 연극전공 1. 실기고사 연기력 성적 고득점자

교육학과(새터민) 1. 기본소양Ⅰ 면접고사 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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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 유의사항

1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유의사항

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사항

1) 복수지원 허용: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ㆍ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6개 전형 이내에서만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복수지원 금지사항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ㆍ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를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은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학이 무효 처리됩니다.
˙전형이라함은 정원 외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포함한 수시모집 모든 전형을 의미합니다. 
˙지원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 전문대학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의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을 지원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취소됩니다. 그리고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 
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유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
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모든 대학의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산업대
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교육대
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이중등록 금지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

록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문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등록확인 예

치금 납부기간 포함) 내에 최종적으로 1개 대학에만 문서 등록(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해야 합니다. 본교 수시모집 문서 등록은 대학에 
등록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문서 등록 이후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수시모집 다수의 대학에 문서등록(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한 수험생은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

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 합격 취소 및 등록금 환불 요청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본교는 등록확인 예치금 납부방법 대신 문서 등록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서 등록은 합격자 조회 후 본교에 등록을 하겠다는 등록 

의사 표현으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등록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1)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ㆍ합격ㆍ등록사항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이 취
소됩니다.

2)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ㆍ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부정입학자에 대한 조치

1)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나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위 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
우에는 본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합니다.

3) 본교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위 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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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입학 전형원칙

가.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서류평가용 서류 미제출자,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에 결시(포기)한 자는 입학전형 사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2023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가 2023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단,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해당국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에는 1

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3  본교 지원 관련 사항

가. 본교 수시모집 각 전형과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간에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 본교 수시모집 전형에 중복 합격 시 반드시 1개 전형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다.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실시합니다.

라. 입학원서 및 서류심사 신청서에는 전형 및 심사기간 중 연락 가능한 지원자의 국내 연락처 및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잘못 기재하였거나 연
락 두절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교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지원자는 연락처 변동이 있을 경우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kookmin.ac.kr)의 ‘지원자 정보수정’을 통해서 반드시 변

경해야 함

마. 면접 및 실기고사에 대한 별도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2022.07.14.(목) 10:00(예정)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kookmin.ac.kr)의 ‘고사장 안내’
를 통해 수험생의 고사 일시를 확인하여 고사 당일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 고사 시작시간 이후 도착자는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음

바. 전형일 당일 수험표(원서접수 완료 후 출력)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임시신분증, 기간이 만료되
지 않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사진이 부착된 청소년증(국내 고교 재학생에 한함)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사.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여 재발급해야 합니다.
※ 수험표가 없으면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음

아. 조형대학 지원자는 면접고사 시 원서접수 단계에서 등록한 작품집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작품집 미지참자는 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자. 입학전형 평가내용 및 성적은 일절 공개하지 않으며, 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본교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카. 본교 제출서류는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며, 추후 서류 위�변조,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
학한 후라도 합격(입학)이 취소되며, 이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합니다.

타. 2023년 2월 졸업예정자가 2023년 2월에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자격인정 기준시점은 2023년 2월 말일로 함.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한국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
정 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파.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및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하. 기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지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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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

•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수험생은 본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 여부를 조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합격자 확인,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 출력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장학금과 관련하여 해당 내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출력해야 합니다(추후 출력 불가능).
•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전화번호 및 주소) 오류나 3회 전화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연락 두절 등으로 충원합격 통보가 되지 않을 경우 충원 대상에서 제

외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문서 등록을 기간 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합격이 자동 취소됩니다.
• 등록금 완납에 대한 자세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합격자 유의사항에 포함되어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수시모집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1  최초 합격자 발표

가. 발표 일시 : 2022.09.07.(수) 17:00 예정

나. 발표 방법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kookmin.ac.kr)

2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가.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 : 2022.12.20.(화)~12.26.(월) 18:00까지

나. 충원 합격자 등록기간 : 2022.12.20.(화)~12.27.(화) 일자별 등록시간은 추후 공지
※ 충원 합격자 발표방법 및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최초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 등록금 납부

1  합격자 등록일자

구  분 최초 합격자 충원 합격자

문서 등록 2022.12.16.(금) 09:00 ~
      12.19.(월) 16:00

2022.12.20.(화) ~ 12.27.(화)
(일자별 등록시간은 추후 공지)

등록금 완납 2023.02.07.(화) 09:00~ 02.09.(목) 16:00

※ 문서 등록이란 본교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별도의 예치금 납부 없이 본인 인증을 통한 등록임
※ 자세한 등록방법은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유의사항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2  등록 관련 유의사항

가. 문서 등록을 등록 마감일시까지 진행하지 않을 경우(충원합격자 포함)에는 합격이 자동 취소되며, 이 경우에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대학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등록금 완납에 대한 자세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는 합격자 유의사항에 포함되어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입학)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에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
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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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포기

1  문서 등록 포기
본교에 합격하여 문서 등록을 진행했으나 이후 합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2022.12.26.(월) 16:00 이전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등록 포기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등록 포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차순위 예비 순위자의 대학 입학기회가 
박탈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금 환불
등록금 완납 후 등록을 포기하고 납부한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교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등록포기(환불)신청을 진행하여야 하
며, 이 경우 입학 전후에 따라 환불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접속

재외국민 공지사항의
“문서 등록 포기 신청” 클릭

본인 확인
(지원자 정보를 통한 본인 확인 및 SMS인증)

문서 등록 포기 신청서 작성/확인 등록 포기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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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료

모집단위 전형료(원)
인문계, 자연계, 체육대학 조형대학 공연예술학부 연극전공

재외국민 150,000
130,000 150,000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130,000

새터민(북한이탈주민) 70,000 70,000 90,000

※ 새터민은 전형료 일부(60,000원)가 감면된 금액임

1  본인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고사 응시가 불가능함을 신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아래 전형 포기 신청기간에 따라 
전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음.

▪불가항력적인 사유 : 천재지변, 질병, 본교 고사일자 사후 변경, 본교 고사일자를 확정 공지하지 않은 면접/실기고사 전형 지원자 중 
타 학교와 전형일 중복으로 응시가 불가능한 자 (단,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등

※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불가

전형 포기 신청기간 환불금액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전형료에서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원서접수 마감 다음날부터 전형일 1일 전까지 자격서류 심사비 + 전형료(자격서류 심사비 및 원서접수 수수료 제외 금액)의 50%

전형일 이후 환불금액 없음
(단, 고사 결시자는 자격서류 심사비에서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

2  자격서류 심사 비대상자(고사 결시자 포함) 및 자격서류 제출 대상자 중 미제출자는 자격서류 심사비에서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환불함(※자격서류 제출자 중 지원자격 미달자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

3  전형료 반환
가)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 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응

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나)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본교 직접 방문

다)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 전형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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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안내

1. 신입생 장학금
국민대학교는 교내/외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 지원 혜택의 종류와 범위를 늘려가고 있습니
다. 또한, 전형별 신입생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생활관(기숙사) 안내
국민대학교 생활관은 교내를 비롯하여 교외 여러 곳에 있으며, 면학 분위기를 고양하고 진리 탐구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교내/외 추가 생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교내 생활관	 □ 교외 생활관 - 길음, 정릉, 제2정릉, 원룸 생활관

3. 통학버스 운행 안내
국민대학교는 서울 시내 주요 권역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여, 주요 지하철, 버스 등 편리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호선 시청역	 □ 2호선 잠실역, 신촌역	 □ 3호선 압구정역, 불광역
□ 4호선 길음역	 □ 5호선 광화문역

4. 국제교류 프로그램 안내
국민대학교는 국외대학 및 기관과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차별화된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선진 학문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얻음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 창의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글
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교환학생	 □ 방문학생	 □ 복수학위
□ Sungkok Global Exposure 프로그램	 □ 어학연수 프로그램	 □ Global Peers 프로그램

부서명 전화번호 안내사항

글로벌인문ᆞ지역대학 (02) 910-4353

각 단과대학 별 학부(과), 
전공 소개

사회과학대학 (02) 910-4423

법과대학 (02) 910-4483

경상대학 (02) 910-4513

경영대학 (02) 910-5202

창의공과대학 (02) 910-4653

소프트웨어융합대학 (02) 910-5283

자동차융합대학 (02) 910-5502

과학기술대학 (02) 910-4803

건축대학 (02) 910-6523

조형대학 (02) 910-4583

예술대학 (02) 910-4463

체육대학 (02) 910-4883

미래모빌리티학과 (02) 910-6693

5. 학사관련 부서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안내사항

국제교류팀 (02) 910-5803, 5806 교환학생, 어학연수 등 국제교
류 프로그램 관련 업무

교무팀
(02) 910-4039 수강신청

(02) 910-4037, 4050 휴학, 전부(과), 증명서 발급

재무팀 (02) 910-4156 등록금 수납 및 환불

학생지원팀 (02) 910-4054, 4058 장학금, 학자금 대출

병무지원팀 (02) 910-4722 병무

생활관 (02) 910-5974 기숙사

취업지원센터 (02) 910-4063~5
취업 및 진로

진로지원센터 (02) 910-4066~8

출판부 (02) 910-4242 교양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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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안내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한 내용에 따라 자동 완성되므로 원서접수 완료 후 출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31 -

※※  원원서서접접수수  사사이이트트에에서서  입입력력한한  내내용용에에  따따라라  자자동동  완완성성되되므므로로  원원서서접접수수  완완료료  후후  출출력력해해주주시시기기  바바랍랍니니다다..

[[  서서식식  안안내내  ]]  

22002233학학년년도도  재재외외국국민민과과  외외국국인인  특특별별전전형형  자자격격서서류류심심사사  신신청청서서

※※  아아래래  기기재재내내용용이이  틀틀림림없없으으며며,,  허허위위기기재재에에  따따른른  불불이이익익은은  지지원원자자  본본인인의의  책책임임으으로로  하하겠겠습습니니다다..

22002222년년      월월        일일          지지원원자자  성성명명                        ((서서명명))

※※ ““심심사사확확인인란란””에에  기기재재하하지지  마마십십시시오오 ((국국민민대대학학교교  입입학학처처에에서서  작작성성함함))..

▣▣ 지지원원사사항항  및및  지지원원자자  인인적적사사항항

지지원원사사항항
모모집집  단단위위 수수험험번번호호

지지원원자자

성성    명명

한한글글

영영문문

주주민민등등록록번번호호 --

가가족족사사항항
부부  ((  □□  근근무무자자))

모모  ((  □□  근근무무자자))

(√√표기바람)
외외국국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해해당당자자))
--

최최종종출출신신고고교교 졸졸업업일일자자
년년          월월          일일

    졸졸업업  ((예예정정))

지지원원자자

연연락락처처

전전화화번번호호 휴휴대대폰폰

주주소소

긴긴급급

연연락락처처

추추가가11

관관계계 연연락락처처 비비고고

추추가가22

추추가가33

추추가가44

추추가가55

※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에 기재된 대로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이중 국적자는 보유국적을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에 생년월일, 뒷자리 7자리는 (남자)1000000  (여자)2000000으로 기재 

   (예:2002년1월28일생 여자 외국인일 경우 → 020128-2000000)

※※  

심심    사사

확확인인란란

심심사사위위원원 심심사사결결과과 특특이이사사항항

((인인))

((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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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원원자자  수수학학기기간간  기기록록

학학    교교  ((초초,, 중중,, 고고  순순)) 학학년년((GGrraaddee)),,  학학기기  ((해해당당  칸칸에에  √√  표표기기))

학학교교명명
소소재재국국

학학
년년 11 22 33 44 55 66 77 88 99 1100 1111 1122 1133

도도시시명명

재재학학기기간간 재재학학년년수수 학학
기기 11 22 11 22 11 22 11 22 11 22 11 22 11 22 11 22 11 22 11 22 11 22 11 22 11 22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총총  재재학학기기간간     년년        월월 외외국국학학교교  재재학학기기간간     년년        월월 국국내내학학교교  재재학학기기간간     년년        월월

※학년·학기 표기 : 초등학교부터 최종 재학한 고등학교까지 G1~G12(G13) 순차적으로 표기

※학교명 : 초등학교부터 최종 재학한 고등학교까지 재학순서대로 기재((국국내내,,  국국외외  모모두두  기기재재))

※소재국 및 소재도시 : 재학한 학교의 국가명 및 도시명 기재

※재학기간 : 재학한 학교의 재학기간 및 재학년수 기재    ※ 국내학교에 해당하는 학년ㆍ학기 : 재학한 학교의 과정을 √√ 표기

※외국학교 재학기간 : 총 재학기간 중 외국학교 재학기간  ※국내학교 재학기간 : 총 재학기간 중 국내학교 재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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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원원자자격격  구구분분  및및  특특이이사사항항

지지원원자자격격  유유형형 지지원원자자격격  구구분분 ((해해당당  칸칸에에  √√  표표기기))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 공무원 □ 해외 파견근무자

 □ 외국정부ㆍ국제기구 근무자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 현지법인근무자(취업자 포함)  □ 자영업자  □ 선교사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새터민  □ 새터민

특특이이사사항항

  ※※  정정확확한한  심심사사를를  위위하하여여  월월반반ㆍㆍ휴휴학학,,  기기간간중중복복,,  부부모모의의  자자격격,,  부부모모  이이혼혼  및및  사사망망,,  본본인인  입입양양  등등  특특이이사사항항을을  기기재재하하시시고고,,  
        필필요요한한  경경우우  별별도도의의  용용지지를를  첨첨부부하하시시기기  바바랍랍니니다다..

▣▣  지지원원자자의의  재재외외국국민민  지지원원자자격격기기간간  중중 외외국국소소재재  출출신신학학교교  관관련련사사항항  기기록록  ((※※빠빠짐짐없없이이  모모두두  기기록록할할  것것))

학학  교교  명명

((초초,,  중중,,  고고  순순))

학학교교  수수업업  //  방방학학  기기간간 학학교교  연연락락처처  ((22002222년년  77월월  현현재재  기기준준))

11학학기기 22학학기기 학학      교교      주주      소소

수수업업기기간간 방방학학기기간간 수수업업기기간간 방방학학기기간간
전전  화화  번번  호호 담담당당자자((교교사사))  EE--MMaaiill

팩팩  스스  번번  호호 홈홈  페페  이이  지지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월월

~~   월월

기기타타  특특이이사사항항
  33학학기기제제  ::  

  기기      타타  ::  

 ※ 학교는 해외 소재 학교만 기재하고, 해당 학교의 공식명칭을 기입하기 바랍니다.

 ※ 팩스번호 및 전화번호는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반드시 함께 표기하기 바랍니다. (예: 82-2-320-1058)

  ※※  자자격격서서류류심심사사  전전  과과정정((지지원원자자격격,,  학학력력조조회회  등등))에에서서  활활용용하하는는  자자료료이이므므로로  정정확확히히  작작성성해해야야  하하며며  허허위위,,  누누락락  기기재재  시시  입입학학((합합격격))이이  

취취소소될될  수수  있있으으니니  유유의의하하시시기기  바바랍랍니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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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본교교  입입학학안안내내  홈홈페페이이지지에에서서  다다운운로로드드하하여여  작작성성하하시시기기  바바랍랍니니다다..

LLEETTTTEERR  OOFF  CCOONNSSEENNTT((학학력력조조회회  동동의의서서))

To whom it may concern :

                                                                                               

This letter is to confirm that I attended (   ** 본인이 재학한 국외 초·중·고등학교 공식 명칭   ).

 

I have applied to Kookmin University in Seoul, Korea for the 2023 academic year and have 

agreed to allow Kook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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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ttuuddeenntt’’ss  rreeccoorrddss>>

Enrolled Name :                                                   

Date of birth :                     --                    --                            

Date of admission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                     --                    --                            

Date of graduation (transfer to another school) :                     --                    --                            

※※  일일자자  표표기기  EExxaammppllee))        0088      --      0011      --      22002222 
        (월:Month)   (일:Day)    (년:Year)

<<SScchhooooll  IInnffoorrmmaattiioonn>>

School Name : ((영영문문))                                                           

                              ((재재학학국국  언언어어))                                                    

Address : ((영영문문))                                                                               

          ((재재학학국국  언언어어))                                                                        

Zip code :                                                          

Telephone Number :                                                                                               

Fax Number :                                                                                                         

Email Address :                                                                                                                      

Sincerely yours, 

                                                       

                                                          -       -    22002222    

         Name and Signature                    Month      Date     Year 

※※  지지원원자자는는  재재학학한한  국국외외  중중··고고등등학학교교  수수만만큼큼  본본  서서식식을을  별별도도로로  작작성성해해야야  함함..

※※  전전화화번번호호,,  팩팩스스번번호호  및및  이이메메일일주주소소는는  학학교교의의  홈홈페페이이지지에에  나나와와있있는는  대대표표  전전화화번번호호,,  팩팩스스번번호호  및및  이이메메일일주주소소가가  

아아닌닌  학학적적조조회회  관관련련  부부서서의의  것것으으로로  반반드드시시  표표기기해해야야  함함..  

견본

견본

견본

견본
34      KOOKMI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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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본교교  입입학학안안내내  홈홈페페이이지지에에서서  다다운운로로드드하하여여  작작성성하하시시기기  바바랍랍니니다다..

学学历历审审查查同同意意书书((학학력력조조회회  동동의의서서))

关系各位 :

我想确认我在（                     学校）在学事实。 

我在22002233学年度申请韩国国民大学，同意国民大学向我以前所毕业的学校正式邀请确认我的学历事实。 

国民大跟您联系时，特此邀请您的合作。

<<学学生生个个人人情情况况>>

学生名字 :                                                   

出生日期 :                     --                    --                            

入学日期 (从别的学校转学l) :                     --                    --                            

毕业日期 (到别的学校转学) :                     --                    --                            

※※  样样本本))    0088    --    0011    --    22002222
    (月)    (日)      (年)

<<学学校校情情况况>>

学校名 : ((英英语语))                                                           

                ((中中国国语语))                                                         

地  址 : ((英英语语))                                                                              

         ((中中国国语语))                                                                            

邮政编码 :                                                 

电话号码 :                                                                                               

传真号码 :                                                                                             

E-mail Address:                                                                                   

此致,

                                                       

                                                        -        -  22002222 

           名字和签名                              月       日        年 

 

※※  申申请请者者按按照照海海外外在在学学的的学学校校数数填填写写表表格格。。

※※  请请写写下下负负责责人人的的电电话话及及传传真真号号码码，，EE--mmaaiill，，不不要要写写学学校校代代表表电电话话及及传传真真号号码码，，EE--mmaai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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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학업업능능력력  및및  활활동동  증증빙빙서서류류  목목록록표표

모모  집집  단단  위위 수수  험험  번번  호호

성성              명명 출출신신고고등등학학교교

--  학학업업능능력력  및및  활활동동  증증빙빙서서류류는는  최최대대  1100개개  항항목목,,  2200페페이이지지  이이내내로로  제제출출해해주주시시기기  바바랍랍니니다다..

- 지지원원자자의의  고고교교  재재학학기기간간의의  활활동동과과  경경험험으으로로  작작성성하하시시기기  바바랍랍니니다다..

- 지지원원자자의의  학학업업  및및  비비교교과과  역역량량을을  나나타타낼낼  수수  있있는는  교교내내··외외  활활동동을을  모모두두  작작성성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 양양면면복복사사,,  2200페페이이지지  초초과과  등등  제제시시한한  기기준준  이이외외의의  부부분분은은  심심사사  대대상상에에서서  제제외외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 발발행행기기관관이이  없없는는  서서류류  및및  실실적적물물은은  심심사사  대대상상에에서서  제제외외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사사진진,,  발발표표  자자료료,,  신신문문,,  개개인인  제제작작  

포포트트폴폴리리오오  등등))

- 원원본본대대조조필필이이  없없는는  사사본본의의  경경우우  심심사사  대대상상에에서서  제제외외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 최최종종등등록록  이이후후  원원본본  확확인인이이  필필요요한한  서서류류는는  원원본본  제제출출을을  요요청청할할  수수  있있으으며며,,  기기한한  내내에에  원원본본  서서류류를를  제제출출하하지지  

못못하하거거나나  부부정정한한  방방법법으으로로  합합격격한한  사사실실이이  발발견견될될  경경우우  불불합합격격,,  합합격격  취취소소  등등의의  조조치치를를  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번번호호 서서류류명명  ((띄띄어어쓰쓰기기,,  문문장장부부호호  포포함함  5500자자  이이내내)) 발발급급일일자자((기기간간)) 발발급급기기관관 페페이이지지

11

22

33

44

55

66

77

88

9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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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식의 내용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2002233학학년년도도  국국민민대대학학교교
재재외외국국민민과과  외외국국인인  특특별별전전형형  자자기기소소개개서서

￭ 지원자 정보

<<자자기기소소개개서서  유유의의사사항항>>

1.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22002222..0077..0044..((월월))  1100::0000  ~~  0077..0088..((금금))  1177::0000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2.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

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본인인은은  자자기기소소개개서서  작작성성에에  관관한한  유유의의사사항항을을  숙숙지지했했으으며며,,  유유의의사사항항  위위반반에에  따따른른  조조치치에에  대대해해서서는는  이이의의

를를  제제기기하하지지  않않겠겠습습니니다다..  ((동동의의  ::  □□))

모모  집집  단단  위위 수수  험험  번번  호호

성성              명명 출출신신고고등등학학교교

본본인인은은  22002233학학년년도도  재재외외국국민민과과  외외국국인인  특특별별전전형형  지지원원자자로로서서  자자기기소소개개서서  작작성성에에  관관한한  유유의의사사항항을을  

숙숙지지했했으으며며,,  자자기기소소개개서서를를  비비롯롯한한  모모든든  제제출출서서류류에에  허허위위사사실실을을  기기재재하하거거나나,,  위위조조ㆍㆍ변변조조,,  유유의의사사항항  등등을을  

위위반반할할  경경우우  불불합합격격  또또는는  합합격격  후후  입입학학  취취소소  등등  어어떠떠한한  불불이이익익도도  감감수수할할  것것이이며며,,  본본교교의의  전전형형  결결과과에에  

대대해해서서  공공개개를를  요요청청하하지지  아아니니하하고고,,  어어떠떠한한  이이의의도도  제제기기하하지지  않않을을  것것을을  확확인인ㆍㆍ서서약약합합니니다다..

11..  고고등등학학교교  재재학학기기간간  중중  지지원원한한  분분야야와와  관관련련하하여여  어어떤떤  노노력력과과  준준비비를를  해해왔왔는는지지  지지원원  동동기기와와  본본인인에에게게  

의의미미가가  있있는는  학학습습경경험험  등등을을  중중심심으으로로  기기술술해해주주시시기기  바바랍랍니니다다((띄띄어어쓰쓰기기  포포함함  11,,550000자자  이이내내))..

22..  고고등등학학교교  재재학학기기간간  중중  공공동동체체((동동아아리리,,  학학급급,,  학학교교  등등))에에  기기여여한한  교교내내··외외활활동동을을  본본인인의의  특특성성이이  잘잘  

드드러러나나도도록록  기기술술해해주주시시기기  바바랍랍니니다다((띄띄어어쓰쓰기기  포포함함  880000자자  이이내내))..

33..  해해외외  재재학학  기기간간  중중  새새로로운운  환환경경에에  적적응응하하기기  위위해해  주주도도적적으으로로  노노력력했했던던  경경험험과과  이이러러한한  경경험험이이  대대학학  

입입학학  후후  어어떠떠한한  기기대대효효과과를를  가가지지는는지지  기기술술해해주주시시기기  바바랍랍니니다다((띄띄어어쓰쓰기기  포포함함  880000자자  이이내내))..

견본

견본

견본

� 서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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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상담 및 문의

[국민대학교 입학처] 입      학      팀   TEL	(02)	910-4123~9			/		FAX	(02)	910-4120

� 국민대학교 약도 및 교통편 안내

지하철 이용시
▪1호선 종 각 역	→	①번 출구	→	1020번(교보문고 방면	200m)	→	국민대
▪2호선 신 촌 역	→	①번 출구	→	110번(동교동 방면	250m)
▪3호선 경복궁역	→	③번 출구	→	1020,	1711번(자하문 방면	50m	아래)	→	국민대
▪4호선 길 음 역	→	③번 출구	→	171,1213,	7211번	→	국민대
▪5호선 광화문역	→	②번 출구	→	1020,	1711번(한국통신 앞)	→	국민대
▪3,6호선 연신내역	→	④번 출구	→	7211번	→	국민대
▪우이 경전철 정릉(국민대입구)역
지선버스 이용시
▪1020번(정릉산장아파트	⇄	국민대	⇄	종로1가)
▪1116번(국민대	⇄	미아삼거리),	1213번(국민대	⇄	청량리)
▪1711번(국민대	⇄	광화문	⇄	공덕동),	7211번(기자촌	⇄	국민대	⇄	신설동)
간선버스 이용시
▪110번(국민대	⇄	제기동	⇄	용산	⇄	신촌	⇄	국민대),	153번(우이동	⇄	수유리	⇄	국민대	⇄	신촌	⇄	우이동)
▪171번(국민대	⇄	돈암동	⇄	성대앞	⇄	상암동)
내부순환로 이용시
▪일산 방면에서 왕십리 방향 이용시	:	정릉	Ramp	진출 후	U턴
▪왕십리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향 이용시	:	국민대입구	Ramp	진출 후 오른쪽

국민대학교 숭덕초등학교

북한산보국문

상명대학교

신촌방면

고려대부설
보건대학

정릉역
(국민대입구)

미아삼거리방면

4호선 길음역
3번출구

성신여대
입구역

종암동방면

혜화동방면

내부순환로

구기터널방면

북악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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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통학버스	이용시
▪1호선	시청역	
▪2호선	잠실역,	신촌역	
▪3호선	압구정역,	불광역
▪4호선	길음역
▪5호선	광화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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