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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자격

구 분 자 격

국적 Ÿ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 국적을 소유한 자(접수마감일 기준)
  * 한국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 및 무국적자는 지원불가

학력
신·편입학 공통 국내외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상을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편입학(2학년) 국외 4년제 정규 대학 1년 이상 수료(예정)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편입학(3학년) 국외 4년제 정규 대학 2년 이상 수료(예정)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언어
능력

Ÿ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자(미술체육대학은 3급)
 * 2018년 11월 이후 취득한 TOPIK 한국어능력시험 성적만 인정[제 73회 시험까지 인정]
  2) 세종학당 중급 2 이상 수료자
  3) 제73회 TOPIK 시험을 접수한 자
   - 서류 제출 시, 제73회 TOPIK 시험 접수증 제출(TOPIK 4급 취득 시 최종 합격 인정) 
 * 조선대학교 한국어연수생은 제74회 TOPIK 시험(2021. 1. 10.)까지 인정 
  4) CU-TOPIK 3급 기준 통과자
 * 반드시 6개월 이내에 1), 2) 언어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충족하지 못했을 시 비자 연장 불가

2. 모집단위

  가. 의·치·약학과, 미래사회융합대학, 사범대학, 군사학부 및 일부 학과는 모집제외 대상입니다.
  나. 모집 단위는 입학 정원 조정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학과별 입학 요건 사항을 확인하시고 지원 바랍니다.

단과대학 학 과 입학 수용 기타 필요 요건

글로벌
인문대학
월요일

국어국문학과 ◯
문예창작학과 X
역사문화학과 X
영어영문학과 ◯ TOEIC700 또는 

TOEFL 70
일본어과 ◯

유럽언어문화학부
독일어문화학전공 ◯
러시아어전공 ◯
스페인어전공 ◯

아시아언어문화학부
중국어문화학전공 ◯
아랍어전공 ◯
철학전공 ◯

 글로벌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학과 ◯ 영어, 프랑스어 우대

자연과학
공공보건
안전대학

경찰행정학과 ◯
 상담심리학과 X
 생명과학과 ◯
 소방재난관리학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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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학 과 입학 수용 기타 필요 요건
 수학과 ◯
 식품영양학과 ◯
 언어치료학과 X
 의생명과학과 ◯
 작업치료학과 X
 컴퓨터통계학과 ◯
 화학과 ◯

법사회
대학

 공공인재법무학과 ◯
 군사학과 X
 법학과 ◯
 신문방송학과 ◯
 정치외교학과 ◯
 행정복지학부 ◯

경상대학
경영학부 ◯
경제학과 ◯
무역학과 ◯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
건축학과(5년제) ◯ 포트폴리오
광기술공학과 ◯
기계공학과 ◯
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 ◯

 산업공학과 ◯
 생명화학고분자공학과 ◯
 용접.접합과학공학과 ◯
 원자력공학과 ◯
신소재공학과 ◯

 전기공학과 ◯
 토목공학과 ◯
 환경공학과 ◯
 첨단에너지공학과 ◯

IT융합
대학

월요일

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
지능IoT전공 ◯

컴퓨터공학과 ◯
인공지능공학과 ◯
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X

임베디드보안전공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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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학 과 입학 수용 기타 필요 요건

미술
체육
대학

회화학부
 서양화전공 ◯ 포트폴리오

연구계획서
 한국화전공 ◯ 포트폴리오

연구계획서

문화콘텐츠학부
 현대조형미디어전공 ◯ 포트폴리오
 시각문화큐레이터전공 ◯
 가구·도자디자인전공 ◯ 포트폴리오

라이프스타일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전공 ◯ 포트폴리오
 섬유·패션디자인전공 ◯ 포트폴리오

시각디자인학과 ◯ 포트폴리오
디자인공학과 ◯ 포트폴리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 포트폴리오
체육학과 ◯
스포츠산업학과 X
태권도학과 ◯ 태권도수련자
공연예술무용과 ◯ 포트폴리오
K-컬처엔터테인먼트학과 ◯ 연구계획서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 국제협력팀
CHOSUN UNIVERSITY
INTERNATIONAL AFFAIRS TEAM

Ÿ Add : International Office, Pilmoondaero309, Dong-gu, Gwangju, 61452, Republic of KOREA 

Ÿ TEL : +82-62-230-6961 Ÿ FAX. +82-62-608-5229 Ÿ Website : http://eng.chosun.ac.kr / http://chi.chosun.ac.kr - 4 -

3. 지원서류
  가. 공통서류(○: 제출, ∆: 해당자에 한해 제출)

  
  나. 해당학과 지원자 추가 제출 서류

해당학과 포트폴리오 신·편입 
미술 관련 학과 ∙포트폴리오 작품집 A4 사이즈 10장

  * 미술대학 회화 학과는 작품연구계획서 추가 제출
○

건축학부 5년제 지원자
영어영문학과 지원자 ∙‘TOEIC 700점’ 또는 ‘TOEFL 70점’ 이상 성적표 ○  

  다. 국내지원자 추가 서류

구분 신·편입 비고
한국어연수 수료증 및 성적표 ○
외국인 등록증 앞 뒤 사본 ○

체류지 입증 서류
기숙사 거주자

외부 거주자 ○
∙타인 명의의 계약서 제출 시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거주제공확인서 1부, 계약인 신분증 앞 뒤 사본 1부

연번 구분 신입 편입 비고

1 입학지원서 ○ ○
∙조선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eng.chosun.ac.kr → Admission
→ Undergraduate

2 자기소개서 ○ ○

3 학습계획서 ○ ○

4 개인정보이용정보제공동의서 ○ ○

5 흰색 바탕 사진 3장 ○ ○ ∙사진 사이즈: 3.5Cm X 4.5Cm  

6 본인 및 부모님 신분증 사본 ○ ○

7 가족관계 증명 서류 ▶ 3-마 참고 ○ ○

★ 한국어나 영어 이외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공증본 추가 제출

8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

9 고등학교 성적표 ○ ○

10 대학교 졸업(예정, 수료) 증명서 ○

11 대학교 전 과정 성적표 ○

12 최종 학력 입증 서류 원본 및 사본
▶ 3-라 참고(중요 ★★★★) ○ ○

13 TOPIK 4급 이상 성적표 또는
세종학당 중급 2 이상 수료증명서 ○ ○

∙ 미술체육대학은 TOPIK 3급
∙ CU-TOPIK 3급 합격자

14 $18,000 이상 잔고증명서 ○ ○ ∙ 본교 언어 연수 수료생들은 본인 명의의 
  1,200만원 잔고 증명 제출

15 토픽 시험 접수증 ∆ ∆ ∙ 토픽 성적표 제출 확인 후 최종 합격 승인

16 부모님 재직증명서 및 수입증명서 ∆ ∆
∙ 14번 부모 명의 잔고 증명 제출자에 한함
★ 한국어나 영어 이외 언어로 작성될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공증본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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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종학력 입증 서류(중요★★)

  

1) 최종학교 소재지가 중국 외 국가인 경우는 아래 가), 나) 중 택일해서 제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 서류
∙출신 학교가 위치한 국가의 한국 영사 또는 한국 내 출신 학교가 위치한 국가 영사의 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 서류
2) 최종 학교 소재지가 중국인 경우 아래 중 택일해서 제출

보통 고등학교 졸업자
중국 전국 고등교육학생정보자문 및 취업지도센터 http://www.chsi.com.cn/
중국 학위 및 연구생 교육발전 중심 http://www.cdgdc.edu.cn/
서울공자아카데미 http://cdgdc.edu.cn/ 02-554-2688

직업고등학교 졸업자 중국 내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학력(졸업증명서)입증 공증 서류

★ 졸업예정자로서 서류 발급이 입시 마감일까지 불가능한 학생은 졸업예정증명서의 영사 공증도 가능
단, 입학 후 3개월 이내에 보완하여 국제협력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가족관계 입증 서류 예시★

 

<베트남> 호적부(Sổ hộ khẩu) 또는 출생증명서(Giấy khai sinh)
<네팔> 전마달다 <미얀마> 가족관계증명서(잉타웅수사옌)
<필리핀> Family Census <몽골> 친족관계증명서
<인도네시아> 가족관계 증명서(KARTU KELUARGA) <파키스탄> Family Certificate
<방글라데시>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스리랑카>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태국> 출생증명서
<중국> 户口本 – 호구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친족관계공증서, 사망확인서, 이혼증명서 등 추가 제출



Ÿ Add : International Office, Pilmoondaero309, Dong-gu, Gwangju, 61452, Republic of KOREA 

Ÿ TEL : +82-62-230-6961 Ÿ FAX. +82-62-608-5229 Ÿ Website : http://eng.chosun.ac.kr / http://chi.chosun.ac.kr - 6 -

4. 원서접수

  가. 지원서 다운로드: http://eng.chosun.ac.kr → Admission → Undergraduate
  나. 접수일자: 2020. 11. 23. ~ 12. 28. 16:00까지
  다. 접수방법: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는 받지 않음
  라. 접 수 처
    1)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국제관 1층 국제협력팀, 학부 담당(우편번호 61452)
    2) Undergraduate Application, International Affairs Team, Chosun University 

Pilmoondaero 309, Donggu, Gwangju, Rep. of Korea, 61452

5. 전형안내

  가. 서류심사: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성적, 수학능력, 재정능력 및 한국어능력(한국어 면접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나. 단, 모집 단위에 따라 별도의 추가 전형을 실시하기도 함
  다. 전형일정

일정 일자 비고

원서접수 2020. 11. 23. ~ 12. 28.
∙교내 한글홈페이지 또는 영어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http://chosun.ac.kr → 학사지원 → 일반공지 
  http://eng.chosun.ac.kr → Admission → Undergraduate 

서류·면접심사
2020. 12. 29. ~ 

2021. 1. 22.

∙국내지원자: 대면 면접 또는 전화 면접

∙국외지원자: 전화 면접 또는 스카이프 면접
  * 날짜 시간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로 공지 예정

합격자발표 2021. 1. 29. (예정)

∙ 국외지원자는 출입국 사증발급을 최종 합격으로 간주
∙ 교내 영어 홈페이지에 게시
  http://eng.chosun.ac.kr/ → Community → Notice
∙ 표준입학허가서는 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 발송함

등 록 2021. 2. 5. ~ 2. 10.(예정) ∙ 반드시 지정된 날짜에 지정 은행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미등록 시 입학이 취소됨

개 강 2021. 3. 2. ∙ 개강 후 신입생 교육(비자교육, 수강신청 등)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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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금 및 장학금

  가. 등록금

  

단과대학(학과) 또는 계열 입학금 수업료
납부해야할 등록금

33% 장학금
받은 후 등록금

50% 장학금 
 받은 후 등록금

100% 장학금 
받은 후 등록금

인문과학계열, 법사회대학, 
사회과학계열, 경상계열,
외국어계열

0 2,864,000 1,909,400 1,432,000 0

자연과학계열, 신문방송학과,
체육계열

0 3,352,000 2,234,700 1,676,000 0

공과계열, IT융합대학, 미술계열 0 3,839,000 2,559,400 1,919,500 0

  * 장학금과 등록금은 2020년도 기준이며, 본교 입학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등록금은 매 학기 납부하며, 신·편입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평가 급수에 따라 장학금

을 차등 지급
  다. 외국인 신입생 장학금 제도 현황(입학 후 1개 학기)

  

공인성적표 장학 종류 혜택
TOPIK 3급 외국인 우수 장학금 3종 수업료 33% 감면
TOPIK 4급 외국인 우수 장학금 2종 수업료 50% 감면
TOPIK 5급 외국인 우수 장학금 1종 수업료 100% 감면
TOPIK 6급 외국인 우수 장학금 1종 수업료 100% 감면

  라. 두 번째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G.P.A)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
  마. 미졸자(정규 학기 초과 재학생)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 신입생은 8개 학기, 2학년 편입생은 6개 학기 이후, 3학년 편입생은 4개 학기 이후

7. 생활관

  가. 신청자격: 신입생은 전원 입사 가능하며 재학생은 여석이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나. 생활관비

  

구분
생활관비

비 고
관리비(1개학기) 사생실 보증금(년 1회) 자치회비(년 1회)

백학학사 708,000원 2인실 20,000원
(퇴사 시 환불) 20,000원

공동 화장실ㆍ샤워실
전용 식당운영

글로벌하우스
832,000원 2인실 30,000원

(퇴사 시 환불) 20,000원
호실별화장실ㆍ샤워실

전용 식당운영1,248,000원 1인실

그린빌리지(남) 707,000원 2인실 20,000원
(퇴사 시 환불)

외국인전용생활관
(자치회비 없음)

호실별화장실ㆍ샤워실

그린빌리지(여) 636,000원 2인실 공동 화장실ㆍ샤워실

  * 생활관비는 2020년도 기준이며, 본교 입학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Ÿ Add : International Office, Pilmoondaero309, Dong-gu, Gwangju, 61452, Republic of KOREA 

Ÿ TEL : +82-62-230-6961 Ÿ FAX. +82-62-608-5229 Ÿ Website : http://eng.chosun.ac.kr / http://chi.chosun.ac.kr - 8 -

  다. 기본시설: 침대, 책상, 의자, 옷장, 랜 케이블, 침대 패드, 커튼
    * 이불 및 베개는 개인이 구비해야 하며, 그린빌리지(유학생 전용) 외 기숙사는 취사가 불가능함
  라. 개인준비물: ★이불, 베개, 침대커버, 옷걸이, 세면도구, 슬리퍼 등
  마. 편의시설: 정보검색실, 세탁실, 휴게실, 샤워실 등
  바. 유의사항 
    1) 상기 기숙사비는 2020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재학 중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0 미만인 자는 퇴사 조치 가능 
    3) 기숙사 입사생은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전염병 질병 보유자는 귀국 조치함

8. 학사정보
  가. 수업연한: 4년(1년 2학기제, 총 8학기제)

  
1학기 3월 2일~8월 말 여름방학 6월 말~8월 말
2학기 9월 1일~12월 말 겨울방학 12월 말~2월 말

  나. 졸업 기준 이수 학점

  

전공 이수학점
일반학과 130 학점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160 학점
법사회대학 법학과 140 학점

  다. 수강신청

  

1학기(3월 학기) 2학기(9월 학기) 비 고
수강신청기간 2월 말 2월 말

홈페이지 공지
신청정정기간 3월 초 1주일 9월 초 1주일

9. 지원자 유의 사항
  가. 2개 이상의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없음
  나. 이중 국적자, 무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지원 서류에 지원자 성명이 다를 시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해당국 법원의 증명서 첨부할 것
  라.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입학) 취소
  마. 신·편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 불가
  바. 서류 전형 접수 후, 학과 및 모집 전형 변경 불가(전과는 1년 후부터 가능)
  사.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아. 등록금 납부 후, 입학 취소로 인하여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 수수료는 본인 부담
  자. 모집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에서 정하여 시행함
  차. TOPIK 미소지자는 제 73회 토픽 시험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2020.12.24.(목) 

성적발표일에 성적표를 제출하는 자만 합격 처리할 예정(조선대 한국어연수 학생은 제 74회 토
픽까지 인정), CU-TOPIK 3급 취득자(반드시 6개월 이내에 TOPIK 4급 언어요건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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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추후, 코로나-19 관련 법무부 및 교육부 지원 대책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타. 정확한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를 작성하기 바람,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연락 
     두절로 각종 통지가 불가능하게 되어 합격이 취소된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파. 입학 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TOPIK 4급 등 언어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하. 2021년도 3월부터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됨
  거. 각 언어별 모집 요강의 해석이 상이할 경우 국문의 해석을 우선함

¦ 문의
  Ÿ Tel: +82-062-230-6961 // Ÿ Fax: +82-62-608-5229 // Ÿ sungwoo2@chosun.ac.kr 

¦ 접수처
  Ÿ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국제협력팀 학부 담당
  Ÿ International affairs team, Chosun University, Pilmoondaero 309, Donggu, Gwangju, 61452, 
    Rep. of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