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외국인 모집요강

2021학년도
9월 신입학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전문학사과정
정원외 특별전형 (순수외국인)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명)
경영과

50

글로벌융합복지과

500

항공관광과

300

호텔경영과

100

호텔조리과

100

뷰티아트과

20

인터넷정보과

30

자동차과

50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합 계

1,150

전공심화과정
정원외 특별전형 (순수외국인)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명)

경영학과(주간)

150

호텔관광학과(주간)

200

자연과학계열

식품조리학과(주간)

110

공학계열

자동차학과(야간)

40

인문사회계열

합 계

500

2. 접수방법
구
원서접수

분

우편접수 및 창구접수

제출 장소
(11429)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서정로 27 서정대학교 국제교류처 앞

※ 문의 : 031-860-5294, 031-860-5295 / 국제교류처
※ 원서접수시 반드시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우편물을 발송한 후에는 대학에 서류가 도착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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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일정
구

분

원서접수
합격자발표
합격자등록

일

정

2021.04.05.(월) ~
2021.08.20.(금)
2021.05.17.(월) ~
2021.08.29.(일)
2021.05.17.(월) ~
2021.08.29.(일)

장

소

비

고

국제교류처
국제교류처
지정은행

․ 합격자 전화 통보
․ 신한은행 전국 지점

입학원서

(11429)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서정로 27 서정대학교 국제교류처 앞

제출장소

☎ 031-860-5294, 5295

4. 지원자격
전문학사
구분
국적자격
(공통)

지원자격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부모 모두 외국국적을 소지한 외국인(부, 모, 본인 모두 외국인)
․ 복수(이중)국적 소지자는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음
① 부모 모두가 외
국인인 외국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6호)

학력자격
(전문학사)

② 외국에서 우리나
라 초․중등교육에 상
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7호)

․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해외 1개국 내에서 학제가 동일한 학고에서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해외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
육과정을 이수자로 인정함)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국가 이상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11학년제, 12학년제 공통 : 경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13학년제 이상 :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
학교 과정으로 인정 )

ㆍ 관련학과 대상자로서 아래의 ①~③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학력자격
(전공심화)

각 항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①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② 4년제 대학 2학년 과정 이상 수료자(75학점 이상 취득)
③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서류위조 및 변조 등으로 인해 입학 전·후 확인되면 학칙 등에 따라 재입학 불가하며 또 관계 법령에 따
라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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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연번

제 출 서 류

내

용

비 고

1

• 입학원서 1부.

붙임양식 1

2

• 자기소개서 1부.

붙임양식 2
• 본 대학 소정양식 작성 후 제출

3

• 학업계획서 1부.

붙임양식 3

4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붙임양식 4

5

• 사진(3.5cm× 4.5cm)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분

6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① 출신국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증명서
② 출신국 영사 확인을 받은 확인서 또는
주한 공관의 영사 확인서

7

• 최종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본인 여권 사본 1부.
• 외국인등록증(국내 거주자) 사본 1부.

• 여권 인적사항 부분
• 외국인등록증 앞, 뒤 사본

9

• 가족관계 증명서 및 번역본 1부.

• 한글 또는 영어 번역 공증

10

• 부모의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각 1부.

8

11

원본 제출

원본 제출

• 본인 명의의 은행잔고 $20,000 이상 증
명서 1부.

12

• 페이스북 아이디 및 주소

양식첨부요망

13

• 카카오톡 아이디

양식첨부요망

14

• 이메일 주소

양식첨부요망

15

• 국민건강보험 납입증명서
•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
력시험(TOPIK) 2급 이상 성적표 1부.

16

교내 한국어
능력 시험
대체 가능

• IELTS, TOEFL 등 공인영어 성적표 1
부.(TOEFL IBT 71 이상, IELTS 5.5 이상,
영어트랙 지원자 제출)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6, 7번 서류는 아포스티유 가입국이 아닌 경우, 반드시 해당국 영사인증 또는 주한 공관의 영사인증 등 공
증을 거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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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1) 합격자발표 : 2021.05.17.(월) ~ 2021.08.29.(일), 개별통보
2) 등록기간 : 2021.05.17.(월) ~ 2021.08.29.(일)
3)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최종 합격이 됩니다.
4)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합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구

분

내

용

서정대학교에 등록한 자가 서정대학교에 입학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교류처에서
입학포기

아래 사항을 준비하여 입학포기원을 작성하고 등록 취소 절차를 마쳐야 함.
① 본인 및 보호자 도장 ② 본인 신분증 ③ 통장 사본 ④ 서정대학교 등록금영수증
입학포기 시 등록금 환불은
- 학기 개시 전 날까지 : 등록금 전액 환불

유의사항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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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양식 1]

사진
(photo)
(4×5㎝)

입학지원서
(Application for Admission)
한국어나 영어로 타자를 치거나 깨끗이 쓸 것(Please TYPE or PRINT clearly in Korean or English)
Ⅰ.인적사항(Personal Information)
1.이름(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여권번호(Passport No.) : ________________________

2. 출생국(Country of birth):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비상연락처(Guardians) :

3. 국적(Citizenship)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성별(Sex) : (

) 남(Male)

(

국내(in Korea)

) 여(Female) .

이름(Nam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생년월일(Date of Birth) : ________ /_______ / ______

전화번호(Tel)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월(Month) 일(Day) 년(Year)

관계(Relationship)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주소(Mailing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국(home Country)

전화(Cell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Nam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주소(E-mail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Tel)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외국인등록번호(Ailen NO.):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Relationship)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지원 학과(Majo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페이스북 주소(Face Book Address) :

9. 카카오톡 아이디(KAKAOTALK ID)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Ⅱ. 학력: 고등학교 이후 부터 기록(Educational Background :Since High School)
기간(Dates)

학교명(Institutions)

전공(Major)

학위(Degree or Diploma)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from~ to~)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Ⅳ. 귀하의 유학경비를 부담할 개인이나 기관명을 쓰시오

Ⅲ. 수학계획(Study Plan)

1. 입학을 희망하는 연도를 쓰고 해당 학기에 ∨표할 것
( Indicate the year and semester you wish to enter)
연도(Year) _____ ( ) 봄학기 (Spring) ( ) 여름학기 (Summer)
( ) 가을학기(Fall) ( ) 겨울학기 (Winter)
2. 학위과정 :
(
) 전문학사
(
) 전공심화과정
(
) 한국어과정(Korean Language Course)
(
) 교환학생과정(Exchange Stud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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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전공(Major Sought)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Ⅴ. 개인정보 활용동의(Consent form for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본인은 상기 지원자의 유학기간중 일체의 경비부담을 보증합니다

1. 본인은 귀 대학 순수외국인 모집전형에 지원함에 있어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및 각종 제출서류의 확인 및
포괄적으로 활용 하는 것에 동의하며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중 허위, 위∙변조, 조작 등의 부정이 있을 경우 또는 입시와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I guarantee that I will be responsible for the above-named
applicant's tuition fee and living expenses for the duration of the
whole program.

I agree that my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certificate
of graduatio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will be
used or kept to check. Also, Applicants who have
provided wrong or inappropriate information on the
application documents will be disqualified from or after
admission.
이름(Nam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Signatur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월/일(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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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Nam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Signatur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월일(Darte) :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월(Month)

일(Day)

연도(Year)

[붙임양식 2]

자기소개서
(Self-Introduction Application for Undergraduate)

지원 학과

과

(Applicant

(Department)

Department)

지원자 성명
(Applicant Name)

전공

한글(Korean):
영문(English):

생년월일

성별

(Date of Birth)

(Gender)

국

적

남(Male) (

)

여(Female) (

)

지원전형

(Nationality)

(Track)

초등학교

∼

졸업
(Graduation)

(Primary School)
학력사항

중등학교

(Academic
Background)

고등학교
(High School)
주최 기관명
(Organization Name)

수상

및

경력사항
(Award and
Personal History)

∼

졸업

(Middle School)

(Graduation)

∼

졸업(예정)
(Graduation ․ Graduate-to-be)

수상 및 경력 내용(Award and Personal History)

[붙임양식 3]

학업 계획서
(Statement of purpose)
한국어나 영어로 타자를 치거나 깨끗이 쓸 것(Please type or print and write clearly in Korean or English)

지원 학과

지원자 성명(영문)

이상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I confirm that the information mentioned above in my application is complete and correct.)

년
(Year)

지원자 성명(Applicant

월
(Month)

Name)

일
(Day)

인(Signature)

[붙임양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된 개인정보는 서정대학교 입학 전형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 필수 항목 : 지원자 정보(이름,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추가 연락처,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정대학교 입학 전형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Agree)

□ 동의하지 않음 (Disagree)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서정대학교 입학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
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입학 원서 접수 및 입학 전형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근거 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Agree)

□ 동의하지 않음 (Disagree)

* 고유식별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입학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제공하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이용기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

학교알리미에

교육협의회,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

진학 통계 자료 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등록대학, 모집단위명

□ 동의함 (Agree)

기타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 동의하지 않음 (Disagree)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경우 입학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신한은행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합격자발표, 녹취, 환불, 등록 등 어학단계, 성명, 전화번호 등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Agree)

□ 동의하지 않음 (Disagree)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경우 입학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본인 확인 및 지원자격, 전형일자 확인 여부>
▪ 이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타인접수 절대 불가]
▪ 지원: 서정대학교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예 (Yes)

□ 아니요 (No)

<서정대학교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여부>
▪ 서정대학교 순수외국인 전형에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예 (Yes)

□ 아니요 (No)

20

년

월

일

(Year)

(Month)

(Day)

지원자(Applicant's Name):

인(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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