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Spring) 

Application for  

Graduate International Admissions 
Application 

No. 
 

Personal 

Information 

Applicant 

Type 
□ Freshman  

Program □ Master   Major 
□ Master in Int’l Teaching (MIT)     

□ Master in Int’l Studies (MIS) 

TOEFL/ 

IELTS/TEPS/ 
CEFR B2 

Score 

                      
Test date (    .    .    ) 

Name 

 (Korean)                  (English) 

Passport Photo 

(3cmx4cm) 

*Please attach your  

passport photo. 

 

 (Chinese) 

Alien 

Registration 

Number 

(if applicable) 

- Nationality  

Current Address 
(Zip code:      ) 

 

Phone  Mobile  

E-mail  

Company  Position  Phone  

Guardian 

Name 
 

 
Relationship  Phone  

Address 

 

 

 

Degree School Major 

GPA 

Degree Name 

Degree 

Registration 

Number 

Date of Graduation 
Percentage (%) 

Undergraduate 
         

         
 

/ 

  
                   

 (yyyy/mm/dd)  

Graduate 

  

  

         

         

 

/ 

  
                  

 (yyyy/mm/dd) 
 

Work 

Experience 

Period Company Position 

    .    .    ~     .    .    .   

    .    .    ~     .    .    .    

    .    .    ~     .    .    .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Date:      .       .      . (YYYY.MM.DD.) 

 

Name:                     (Signature) 

 

 

Dean of the Graduate School, NamSeoul University 



Study Plan 

 
Applicant 

Type 
□ Freshman     Major 

□ Master in International Teaching (MIT)     

□ Master in International Studies (MIS) 

Program □ Master   Name  
Application 

No. 
 

 

Please answer the following prompts in essay format: 

1. Self-introduction [200 words max.] 

  2. Study plan (include why you selected this program and your future plans after graduation) [600 

words max.] 

 

 

 

 

 

 

 

 

 

 

 

 

 

 

 

 

 



 

 

 

 

 

 

 

 

 

 

 

 

 

 

 

 

 

 

 

 

 

 

 

 

 

 

 

 

 

 

 

 

 

 

  3. Professor Recommendation (※ Master: Optional, Doctorate: Required) [please include letters of 

recommendation with your application package as separate documents] 

Dean of Graduate School, NamSeoul University 



<외국대학(원) 졸업자 해당> 

학력조회 동의서(SIGNED CONSENT FORM) 

By signing this form, I voluntarily give my permission to the verification of my degree information/enrollment  

and hereby authorize the Graduate School of NAMSEOUL UNIVERSITY to perform this service. 

Name                                                                                 

                              Given Name                               Family Name 

Date of Birth :                                          

                           mm / dd / yyyy  

※ 박사과정 지원자는 졸업한 대학원 정보 기재 

   (Applicants for Ph.D. should write information on the graduate school they graduated from.) 

구 분 내용 (please write in English only) 

1. 성 (Family Name)  

2. 이름 (Given Name)  

3. 생년월일 (Date of Birth)  

4. 입학일자 (Date of Admission)  

5. 졸업일자 (Date of Graduation)  

6. 전공 및 학위명 (Major and Degree)  

7. 최종 졸업 대학명 (University Name)  

8. 졸업대학 학적담당부서 주소 

 (Address of Academic Affairs Office)  
 

9. 졸업대학 학적담당부서 e메일 주소 

 (E-mail Address of Academic Affairs Office)  
 

10.졸업대학 학적담당부서 전화번호 

 (Telephone Number of Academic Affairs Office) 
 

11.졸업대학 학적담당부서 팩스번호 

 (Fax of Academic Affairs Office) 
 

 

                                             (Signature)                                   Date(mm / dd / yyyy)  

Graduate School, NAMSEOUL UNIVERSITY 

91Daehak-ro Seonghwan-eup Sebuk-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S.KOREA. Tel. 82-41-580-2431～6  

Fax. 82-41-581-4001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 항목별 동의 및 확인여부를 □에 ∨표시하고, 지원학과명, 서명 날인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된 개인정보는 입학 전형 대학원 입학 원서 접수 및 대학원 입학 전형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고,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종류 

-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대학(대학원), 졸업(예정)연도, 출신대학(대학원) 학위

등록번호, 출신대학교(대학원) 성적, 직업(직장명, 직위 및 직급), 학업계획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대학원 입학 원서 접수 및 대학원 입학 전형을 위해 개인정보가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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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학원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대학원 입학 원서 접수 및 대학원 입학 전형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수

집하고 있습니다(근거 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학원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내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고등교육통계조사/ 

대학알리미/  

한국장학재단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목적달

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하지 않아도 대학원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가 남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수집 및 이용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지원학과명: 지원자: 서명 (Major: Name: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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