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 교육의 중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경희대학교의 설립 정신인 ‘문화세계의 창조’와 ‘학문과 평화’
의 전통을 구현하여 국제대학원은 국제학 교육에 있어서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대학원은 지구적 보편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과
세계시민의 인성, 융합적 전문지식, 실천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며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변화에 잘 적응하고 호기심 많고 개방적인 사고와 탐구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교수진들이 다학제적이며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해 융합적 사고를 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 연구소,
아트 센터 및 박물관과 MOU 를 통해 다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은 여러분 미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께서 국제대학원의 입학하시면 평생 국제대학원의 가족이 되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김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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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의 특징
○ 정부지정 국제전문인력 양성기관
- 1997년 교육부 선정 국책대학원으로 설립
- 2007년 교육부 선정 수도권 대학 특성화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
- 학문적 역량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교수진
- 발표와 토론 중심의 참여형 수업 진행

○ 다양한 교과 외 과정
- MIDAC과정 하계 해외 현지 연수실시
- 해외 유수 대학과의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제 교류
- ADB, IDB, KOICA, EDCF 등과 연계한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수행

○ 차별화된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 전 과목 영어강좌를 원칙으로 함(단. 일부 소수 강좌의 경우 한국어가 병용될 수 있음)
- 실무 위주의 교과과정 편성
- 다양한 주제의 특강 실시
- 50% 이상의 높은 외국인 학생 비율
- 전문분야와 해외지역 연구에 대한 매트릭스형 교육
- 매녀 여름학기 진행하는 Global Collaborative Program을 통한 해외 석학들의 강의

○ 국제화의 선도적 역할
- 2020년 QS 세계대학평가 236위, 아시아 29위, 2019년 국내 종합대학 6위, 국제화 국내 1위
- 국제화 부문에서 경희대는 전국 대학 최상위로 국제대학원의 국제화의 선도적 역할

○ 유학이 필요 없는 교육환경 제공
- 세계 30여 개 국가의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는 국제적인 교육환경 제공
-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 차세대 리더들과 Human Network 구축 기회 제공
- 세계은행, UN등 국제기구, 국제기업 및 금융업계에 우수 졸업생 다수 진출

○ 실무형 전문교육
- 개도국에 대한 지식 전수사업, ADB, IDB, KOICA, EDCF 등 국제기구의 기술지원 사업
(TA)등 각종 국제컨설팅 사업 수행, 재학생의 컨설턴트 참여로 실무능력 배양 기회 제공
- 전 세계 30여 개 국가의 네트위크를 활용하여 적절한 인틴십 기관선정 및 파견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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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정보통신, 농업 등 분야별 국내 국제협력개발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파트너십으로
취업역량 극대화

○ 취업진로
- 전문성을 갖춘 전임교수의 밀착형 특화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진로 상담 진행
- 글로벌기업, 국제기구, 공공기관, NGO 등 양질의 관련분야 진출이 활발함
(예 : KPMG, IMF, KOICA, 유엔산업개발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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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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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형일정 및 주요사항
1. 전형일정
구

분

일

인터넷 원서접수

정

2021. 6. 30.(수) 09:00 ~
7. 14.(수) 18:00까지

비

고

· 접수처 : gsp.khu.ac.kr,
www.uwayapply.com
※별도의 원서교부 및 현장접수는 없음

․ 인터넷으로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다른 제출
서류와 함께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기간

2021. 6. 30.(수) ~
7. 16.(금) 17:00까지

제출
․ 직접 방문 시 17시 이전까지 국제대학원 행
정실로 제출(주말, 공휴일 제외), 등기우편은
7. 16.(금) 17:00 도착분까지 유효함

제출서류 도착 확인

2021. 7. 19.(월) 17:00까지

․ uwayapply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2021. 7. 21.(수) 15:00

․ gsp.khu.ac.kr

2021. 7. 22.(목) ~ 7.23(금)

․ 세부 일정은 개별 통지(이메일)

2021. 7. 24.(토)

․ 세부 일정은 개별 통지

합격자 발표

2021. 8. 03.(화) 15:00

․ 이메일로 합격자 발표 링크 전송

합격자 등록

2021. 8. 3.(화) ~ 8. 13.(금)

· 납부장소 및 방법은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단계
전형일
(면접)

전화면접
현장면접 및
필기전형

※ 위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자세한 일정 등을 비롯한 공지사항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
(gsp.khu.ac.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의 도착 확인은 제출서류 도착 확인 기간[2021. 7. 21.(수)]에 인터넷으로 조회 가능하므로 반드시 지원
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며 서류제출 마감일[2021. 7. 16.(금) 17:00 정각] 내에 도착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본 대학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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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1. 모집인원
모집단위

인원

국제통상협력학과

석사 00명

국제경영학과

국제경영전공

석사 00명

국제관계학전공

석사 00명

동아시아학전공

석사 00명

비고

국제관계학과
석사 00명
국제개발협력학전공
국제개발협력학과

박사 00명
국제개발컨설팅전공

석사 00명

토요일 수업

2. 지원자격
가. 석사과정
- 2021년 8월 기준 국내 · 외에서 정규 학사과정을 수료하고(단, 일본 소재 대학은 2021. 3. 31. 이내)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이거나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사
학위 취득(예정)자
나. 박사과정
- 2021년 8월 기준 국내 · 외에서 정규 석사과정을 수료하고(단, 일본 소재 대학은 2021. 3. 31. 이내) 석사학위를
취득(예정) 자

3.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가. 전형방법
1) 본 대학원의 입학사정원칙에 따라 서류평가, 면접, 영어작문시험 등을 통해 본 대학원이 정하는 소정 인원을 선발합니다.
2) 제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자와 면접고사에 불참하는 자는 입학전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면접은 영어면접을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 합니다.
4) 해외거주/체류 지원자 면접은 전화 또는 화상으로 진행하며, 일자는 개별 통지 합니다.
5) 1단계는 서류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입학사정원칙에 따라 선발합니다.
6) 2단계는 1단계 서류성적을 합하여 최종 선발합니다.
7) 1단계 합격선상의 동점자는 모두 1단계 합격자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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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 석사과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대상

서류평가

면접

영어작문시험

전형
총점

1단계

100%

-

-

40점

2단계

40%

40%

20%

100점

1단계

100%

-

-

40점

2단계

40%

60%

-

100점

사정방법

국내거주

해외거주

2) 박사과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단위

서류평가

면접

영어작문시험

전형
총점

1단계

100%

-

-

40점

2단계

40%

40%

20%

100점

사정방법

국제개발협력학과

4.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우선순위
1단계

- 합격선상의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함
① 면접 성적 우위자

모든 전형
2단계

② 서류평가 성적 우위자
③ 영어작문시험 성적 우위자(해당전형)

5.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1) 입학원서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1부
2) 학부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에는 반드시 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1부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3) 최종 대학 학부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반드시 백분위 성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1부
- 편입학한 자는 전적대학 성적표까지 모두 제출함
- 기존 학위취득자가 독학사나 학점은행제 등 편입학에 의하지 아니하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전적대학의 졸업증
명서와 성적표까지 모두 제출함
4) 자기소개서 (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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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천서 원본, 2인 각 1부씩(국문가능, 자유양식)
※ 피추천인을 알게 된 경위 및 기간 / 피추천인의 장단점/ 기타 사항 등 포함
6) 공인외국어성적표(소지자에 한함) 원본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

나. 추가사항(해당자는 필수사항)
1) 박사과정
- 영문이력서 (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영문 학업계획서 (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2) 영어권 이외의 외국 학위 소지자
- 국문 또는 영문 번역 공증본(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3) 외국인 지원자
- 지원자 본인의 여권 사본 1부
- 은행 잔고 증명서 원본 1부
O 미화 20,000달러 상당의 예금잔고 증명서 1부
O 잔고증명서 발급시점은 지원시점 3개월 이내 증명에 한함
O 유효기간이 명기된 증명서의 경우 입학일까지 유효해야 함
4) 중국인 지원자
- 중국 지원자는 China Academic Degree & Graduate Education Development Center에서 발급한
영문 학위 증명서 제출

다.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제출이 부득이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 본 대학원
행정실에서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형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외국대학(교) 출신자의 경우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 있는 서류는 한글 또는 영어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하며, 출신대학의 졸업 이수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학부 전 학년 성적증명서는 전 학년 총 성적의 평균평점을 백분위로 환산한 점수가 기재되어야
하며, 백분위성적 미제출자는 본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성적을 반영하므로 불이익
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1단계 합격자와 외국대학 출신자에게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복수의 학위가 있는 경우 각각의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현역 복무 중인 군인과 병역법, 기타 사유로 근무 중인 자는 소속 부대장 또는 복무 감독 기관장
의 취학허가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등을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지원자 중 전형성적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국제대학원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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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한 경우라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Ⅲ. 입학원서 접수 및 유의사항
1. 입학원서 접수 주요사항
가. 접수기간 : 2021. 6. 30.(수) 09:00 ~ 7. 14.(수) 18:00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별도의 원서교부 및 방문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다. 접 수 처 : www.uwayapply.com 또는 gsp.khu.ac.kr
라. 전 형 료 : 80,000원

2.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방법
인터넷 원서접수 시 사진 업로드를 위하여 지원자 본인의 사진 파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첫째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는 사진,
인물 뒤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은 사용 불가)
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www.uwayapply.com 또는 gsp.khu.ac.kr)
나. 접수대학 리스트 중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선택
다. 모집요강 및 원서접수 유의사항 숙지
라. 지원 내용 및 지원자 정보 입력
마. 전형료 결제 (원서접수 완료 후 수정 및 취소, 전형료 환불 불가)
바. 서류제출 마감일[2021. 7. 16.(금) 17:00]까지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완료 하여야 함

3. 서류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2021. 6. 30.(수) ~ 7. 16.(금) 17:00
나. 제 출 처 : 본 대학원 행정실(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국제학관 302호)
다. 제출방법 : 원서접수 시 안내되는 ‘서류제출가이드’에 따라 ‘우편봉투라벨’을 출력하여 봉투에 부착
한 후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 발송(직접 방문 제출 시 17시 이전까지 방문, 등기우
편은 7. 16.(금) 17시 정각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음)
[받는곳]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국제학관 302호
국제대학원 행정실 입학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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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학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전형료 결제(입금) 후에는 지원자 본인의 고의 및 과실을 불문하고 입학원서의 내용변경 및 접수취
소, 전형료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입학전형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고등
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을 준용합니다.
나. 원서접수 마감일 2021. 7. 14.(수) 18:00 정각에 인터넷 접속이 단절되오니 사전에 미리 접속하여
입력 및 전형료 결제를 해야 하며 마감시간 경과 후까지 원서 접수를 못하는 경우는 지원자 본인
의 책임이며 본 대학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전형유형을 정확히 기재하
여야 합니다.
라. 지원자의 주소, 전화번호는 전형기간 중 사용되므로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 휴대전화 등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본 대학원 행정실로 통보해야
합니다.
마. 인터넷으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전화번호 오기, 타인 전화번호 기재, 전화연락 불통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 대학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 제출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 1단계 합격자는 면접고사일에 사진이 함께 출력된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만 인정됨)을 지참해야 하며, 수험표 분실 시에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자. 본 대학원에서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 확인을 위해 서류발급기관에 사실확인 조회를 하
고, 이를 위해 개인정보 이용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모든 지원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입학 후 최소 1학기간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단 본 대학원의 관련 내규 및 학칙에 의거하여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나. 입학 후 교과과정 이수는 본 대학원 교과과정 이수 규정에 따릅니다.
다. 입학 후 제반사항은 관련 학칙 및 본 대학원 내규에 따릅니다.
라. 모든 증빙서류의 진위여부는 추후 발급기관을 통하여 반드시 조회·확인하므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입학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입학원서 작성오류, 필수적 제출서류 또는 기재사항의 고의
적 누락, 서류의 위·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
는 입학 허가를 취소합니다.
사. 입학 지원 시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학 후 학사관리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
습니다.
아. 본 입시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제대학원장
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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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합격자 발표 및 등록금 납부
가. 합격자 발표 : 2021. 8. 3.(화) 15:00, 이메일로 합격자 발표 링크 전송
나. 등록금 납부기간 : 2021. 8. 3.(화) ~ 8. 13.(금)
다. 등록금 납부장소 :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라. 유의사항
- 합격여부는 이메일로 합격자 발표 링크를 전송하오니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각종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원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 모든 합격생은 반드시 본 대학원이 지정한 등록기간 및 장소에서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2. 추가합격자 발표 및 미등록 충원
가. 추가합격자 발표
- 추가 합격자에 대해서는 본 국제대학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나. 미등록 충원 방법
- 미등록 및 등록 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전형 총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충원합니다.

3. 등록 포기 및 환불
가. 본 대학원에 합격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등록금 환불을 원할 경우 아래의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구비
하여 본 대학원 행정실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기간 : 2021. 8. 13.(금)까지
다. 제출서류
•
•
•
•
•

등록포기각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합격자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본 대학원 등록금 납입영수증 원본 1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외화송금신청서(해당자) 1부

라. 외화송금환불은 환차발생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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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장학 안내
1. 신입생 장학제도 안내
장학명
국제전문인력양성
장학

선발기준

지급내용

입학시 성적에 따라 입학사정위원회 결정

수업료 25% ~ 100% 장학

※ 기타 사항은 본 대학원 내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지침을 준용합니다.

2. 재학생 장학제도 안내
장학명
국제전문인력양성
장학
학사조교장학

목련장학

선발기준

지급내용

직전학기 성적으로 장학사정위윈회에서 결정
수업료 25% ~ 100% 장학지급
학사조교 근무시 수업료 40% ~ 80% 장학지급

가계 곤란자 대상 수업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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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여부 및 금액은 장학사정위원회에서 결정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입학원서
□석사과정
수험
※
번호

지원
과정

지원
학과
□ 박사과정

□ 국제통상협력학과
□ 국제경영학과
□ 국제개발협력학과
□ 국제개발협력학 전공
□ 국제개발컨설팅 전공
□ 국제관계학과

주 소
전 화
성 명

인

항

(한글)
(영문)

성
별

주민등록
번
호

E-mail:

적
사

휴대폰:

학 력
학위
등록번호 학사
현 직 장 직장명:
.
경 력

석사
부서명:
~

.

공인 외국어
성적
TOEIC

TOEFL
.

기타(新HSK5급)

.

국가 기술 자격증

.

자격증명

취득일자

자격증번호

학부 성적
학부를 편입한 경우 편입전 성적
/

/100%

총학점(

학사 취득학교 성적

)취득

/

/100% 총학점(

석사 성적
논문제목

본인은 귀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21년

월

일

지원자

(인)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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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

APPLICATION FOR ADMISSION
GRADUATE SCHOOL OF PAN-PACIFIC INTERNATIONAL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I. PERSONAL INFORMATION
1. Legal

Apply No.

Name (Last)

(First)

(Middle)

2. Country of Birth
4. Gender :
6. Permanent

(

) Male

3. Citizenship
/

( ) Female

5. Birth Date (MM/DD/YY)

Home Address:

7. Mailing Address ( If different) :

8. Tel : (Home)

(Office)

(Mobile)
9. E-mail Address :
Ⅱ. STUDY

10. Passport Number:

PLAN
3. Anticipated field to study (major) ( Please check ) :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IT& EC)---------(
Depart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IB) --------------------------------------------------(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DC) ----------------------(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IR) -------------------------------------------------------(

1. Application for admission to ( Please check ) :
(
) Spring Semester
(
) Fall Semester
2. Application for admission to (Please check ) :
(
) M.A. Program
( ) Ph.D. Program
III.

EDUCATIONAL BACKGROUND

1.Dates Attended
From(MM/YY)
To(MM/YY)

list

chronological

order

all

post-secondary

2. Institutions

IV. LANGUAGE STUDY
ABROAD
1. Dates Attended
From(MM/YY)
To(MM/YY)

V. CAREER BACKGROUND

Please

institutions

attended,

beginning

3. Major

2. Name of Certificate

3. Institution / Country

with the

most

4. Degree

recent

or

institution.

Diploma

4. Language

Please list in chronological order all positions you have held since leaving college, or high school, beginning with your present position

1.Dates Attended
From(MM/YY)
To(MM/YY)

2. Institutions

3. Position

VI. QUALIFICATION CERTIFICATE
1.Name of Certificate

2.Issued From

3.Date of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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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 Certificate Number

VII. ENGLISH PROFICIENCY

(optional) Please write official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test score if applicable (TOEIC , TOFLE or IELTs)

Name of the test:

Score:

Date:

Name of the test:

Score:

Date:

Name of the test:

Score:

Date:

VIII. ACADEMIC INFORMATION
Total Credits Gained :

Cumulative GPA :

(in 4.5 scale)

Cross Average :

(in 100 points scale)

I, the undersigned, hereby apply for admission to the Graduate School of Pan-Pacific International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If
accepted, I agree to abide by all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Graduate School. All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to the best of
my
knowledge, true and complete. I understand that I am subject to rejection or expulsion should any statement be omitted or falsified.
DATE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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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소 개 서
(Statement of Personal History)
In your statement, please identify : (Please typewrite in English.)
- Areas of your background which you think will ensure success in graduate school and in your future career.
- Why you wish to pursue a graduate degree at this time.
- How this degree at the Graduate School of Pan-Pacific International Studies will prepare you for your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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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me (Ph. D.)
In your statement, please identify : (Please typewrite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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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f Future Career Plan (Ph. D.)
In your statement, please identify : (Please typewrite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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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조회 동의서 (공통필수서류)>

학력조회 동의서
(Release of Information Form)
※국내 대학교(원) 출신자는 한국어로 작성 / 외국 대학교(원) 출신자는 영어로 작성
본인은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입학전형 절차 진행 및 지원 내역 확인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
인정보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아울러 본
동의에는 학력조회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 본 대학원으로의 회신에 대한 동의도 포함합니다.
개인정보의 필수적인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 기간

입학지원 시 기재한 출신 대학(원) 및
기타 교육기관, 취득 자격증 관련 기관

입학 지원 내용 및
자격정보 검증

입학지원서에 기재된 항목
(성명, 생년월일, 학력정보)

입학지원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학력조회·확인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상기 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입학 지원을 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1. 지원자 인적사항 Applicant Information
성명
국문(Korean) :
Name of Applicant
생년월일
/

/ 영문(English) :

/

Student ID number(최종졸업대학 학번)
년YYYY
Date of Birth
2. 출신학교 정보 Academic Information
학위종류
학사 Bachelor □
석사 Master □
학교명
University / Institution Name
Type of Degree 기타 Other □
학교주소
University / Institution Address
학과/전공
Department and Major
/
/
졸업(예정)일자
Date of (Expected) Graduation
월MM
일DD
년YYYY
재학기간
이수학기
수
From
To
Number of Registered Semesters
Period of Attendance
홈페이지 주소
Website of University / Institution
3. 학력조회 의뢰용 해외 전적대학 정보
University / Institution Information to Request Release of Academic Records(Foreign Institute You Graduated)
※국내대학 졸업자의 경우 본 항목을 기재할 필요없음(지원자 인적사항과 학력사항만 작성)
전적대학 학력조회 담당부서

월MM

일DD

Name of the Office of Student Records
from the University / Institute

전적대학 학력조회 담당자 성명

Person in charge of Student Records
(name)

담당자 연락처/팩스번호

Person in charge of Student Records
Phone/Fax No.

담당자 E-mail

Person in charge of Student Records
E-mail Address

I have applied to Kyung Hee University in Seoul, Korea for the 2021 academic year and have
agreed to allow Kyung Hee University to officially request my academic records from the
schools I previously attended.
/
월MM

/
일DD

지원자(Applicant) :

2021
년YYYY

서명
(Signature)

* 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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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는 신입학 전형 및 합격자에 대한 학적 생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
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이용 목적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신입학 전형, 합격자에 대한 학적 생성 및 학력 조회.
•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학력사항, 자격증 사항,
외국어 사항, 경력사항, 가족사항, 학업계획서p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영구
• 미 동의 시 불이익사항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거부하실 수 있으며, 해당 개인정보는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신입학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항목이므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이용 목적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신입학 전형, 합격자에 대한 학적 생성 및 학력 조회.
•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영구
• 미 동의 시 불이익사항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거부하실 수 있으며, 해당 개인정보는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신입학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항목이므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khu.ac.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 성 일 :

년

월

작 성 자 :
생년월일 :

일
(인)

년

월

일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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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서
성

명

수 험 번 호

지 원 자
생 년 월 일
이메일

학위과정 : 석사 / 박사
본교지원사항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환불계좌
(본인명의)

연락처

지원학과 :

자택
휴대폰

학지금 대출 여부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 없음
은행

상기 본인은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에 합격하였으나
귀 대학교의 입학을 포기하고자 하며 이에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입학 포기 사유 :

첨

부 : 1. 합격자 주민등록증 원본(확인 후 반환) 및 사본 각 1부.
2. 등록(예치)금 납입영수증(은행 수납인 경우) 원본 1부
3.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원본(확인 후 반환) 및 합격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본 인 (대리인) :

(인)

년

월

(본인과의 관계 :

일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장 귀하
※ 본 양식은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학포기 및 등록금환불 신청서 접수 후 행정처리절차로 인해 등록금 환불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