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외국인전형(신입학) 지원자 안내 자료

Contact us
건국대학교 국제처 외국인학생센터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연락처 Contact Info
+82-2-2049-6204 / iadmissions@konkuk.ac.kr

주소 Address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법학관(8번 건물) 105호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105, Law School Bldg.)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05029, Republic of Korea
홈페이지 Website
http://www.konkuk.ac.kr/do/AbroadCenter/Index.do

대학원 외국인전형(신입학) 자주 묻는 질문 ①
Q. 지원서류 제출 시 지원용 1세트, 평가용 1세트 제출 해야 하는데 평가용 1세트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A. 지원용 서류(원본)을 복사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원용 서류가 번역공증된 서류일 경우, 번역공증된 서류 전체를 복
사해 주셔야 합니다.
(예시) 중국어 성적표를 영어로 번역공증 했을 경우 → 지원용 서류가 중국어 성적표 영어 번역공증본이므로, 평가용 서
류는 번역공증본 전체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Q. 提交申请材料时需要提交申请用1set，评价用1set。评价用1set要如何准备呢?
A. 复印申请用的材料（原件）就可以了。如果申请用的材料是有公证本的情况，要复印公证本全部。
（例子）中文成绩表翻译成英语公证本的情况 → 申请用材料是中文成绩表和英语公证本的话，评价用的材料公证本中英文部分全部要复印。

Q. When submitting application documents, we need to submit one set for application and one set for evaluation, but how can we prepare one set for
evaluation?
A. Please copy the application documents (original ones). If the application documents are translated and notarized, please copy the entire ones.

(Example) If your transcript which is written in Chinese is translated to English and notarized, please copy the entire translated and notarized documents.

대학원 외국인전형(신입학) 자주 묻는 질문 ②
Q. 중국 은행 잔고증명서는 일반 예금도 인정 되나요?
A. 아니오,“정기”예금으로 6개월 이상 동결된 잔고증명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서에 한자로 “활기＂라고
입력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Q. 中国的银行存款证明活期也有效吗？
A. 不是，要提交“定期”存款冻结六个月以上的存款证明才可以。存款证明里有写“活期”的话是无效的。

대학원 외국인전형(신입학) 자주 묻는 질문 ③
Q. 주식 또는 펀드도 재정 입증서류로 인정되나요?
A. 아니오, 인정 불가합니다.
Q. 股票或基金也被认定为财政证明文件吗？
A. 不可以认定。
Q. Are stocks or funds also recognized as financial proof documents?
A. No, we cannot accept them.

Q. 만약 은행 정책상의 이유로 6개월 이상 계좌 동결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예금잔고증명서와 현재 기준 지난 6개월간의 거래내역서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Q. 如果银行政策上超过6个月以上的账户冻结不可能真么办？
A. 要提交存款余额证明和过去6个月之间的交易明细。

Q. What if it is impossible to freeze your account for more than 6 months due to bank policy reasons?
A. Please submit your deposit balance certificate and the transaction certificate for the last 6 months.

대학원 외국인전형(신입학) 자주 묻는 질문 ④
Q. 지원자가 한국어가 불가하고 영어만 가능한 경우
A. 지원 전 반드시 외국인학생센터로 연락하여 지원하려는 학과에 영어트랙이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 어학요건 관련 사전 안내사항>
유형

유의사항

지원자가 영어 어학성적표만 제출 가능한 경우

학과에 사전 연락하시어 한국어 불가능자 입학동의서
(KUGRD-P6) 사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인을 받아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더라도 TOPIK 성적표가
없으므로 KUGRD-P6 제출해야 지원 가능함

지원자가 제출할 수 있는 어학성적표가 없는 경우

학과에 사전 연락하시어 지도예정교수 수학허용추천서
(KUGRD-P5) 및 한국어불가능자 입학동의서(KUGRD-P6)
사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인을 받아 제출할 경
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학과 사인은 학과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학과 판단 결과 사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외국인전형(신입학) 자주 묻는 질문 ④
Q. 申请者没有韩语成绩，只有英语成绩的情况
A. 申请之前一定要联系外国人学生中心，确认要申请的学科有没有英语通道（영어트랙）。

<申请者语言条件相关说明事项>
类型

注意事项

申请者只有英语成绩表的情况

提前联系学科，请求索要 한국어 불가능자 입학동의서
(KUGRD-P6) 签名。得到签名并提交的情况下可以申请。
*就算有韩语能力，没有TOPIK成绩的话要提交KUGRD-P6
才可以申请

申请者没有能提交的语言成绩表的情况

提前联系学科，向预定指导教授请求索要 지도예정교수
수학허용추천서(KUGRD-P5) 和 한국어불가능자 입학동
의서(KUGRD-P6)得到签名并提交的情况下可以申请。

※但是，学科签名并不是义务，学科判断之后也有可能不提供签名。

대학원 외국인전형(신입학) 자주 묻는 질문 ④
Q. If the applicant is unable to speak Korean and can only speak English
A. Before applying, please contact the Foreign Student Center to check if there is an English track in the department you want to apply for.

<Pre-Guidance on Applicant Language Requirements>
Type

Precautions

If an applicant can submit only a transcript of a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test

Please contact the department in advance and ask for the
signature of Admission agreement for Non-Korean Speakers
(KUGRD-P6). You can apply for our school if you get a signature and
submit it to us.
*Even if you can speak Korean, you can apply only if you submit
KUGRD-P6 because you don't have a TOPIK score.

If an applicant can’t submit any transcripts of a language
proficiency test

Please contact the department in advance and ask for the sign of
STUDY PERMIT – RECOMMENDATION FORM(KUGRD-P5) and
ADMISSION AGREEMENT FOR NON-KOREAN SPEAKERS(KUGRD-P6).
You can apply for our school only if you get signatures and submit
them to us.

※ However, departments can deny signatures according to their judg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