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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achment #1 
 

 
 

 

2021-1학기 조선대학교 학부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서 
(Application for Undergraduate Admission, Chosun University) 

* 서명을 제외한 다른 내용은 손으로 쓰지 말고 컴퓨터로 입력한 후 제출하세요. (This application should be typed, not handwritten, except for signature.) 

 지원자 개인 정보(Applicant’s personal information) 수험번호 (Examinee's number)  

한글이름(Korean name)  성별(Sex)      남(Male) (    )  여(Female) (    ) 

사진을 이곳에 부착하시고 

추가로 3장은 제출하여 

주십시오(3.5*4.5cm 

흰색바탕의 여권용 사진) 

영문이름(Passport 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국적(Nationality)  외국인등록번호(Alien No.)  

여권번호(Passport No.)  여권유효기간(Valid until) /       /       / 

연락처(Contact) 

주소(Mailing address) 

이메일(E-mail) 

전화(Telephone) 핸드폰번호(Mobile phone) 

비상연락처 

(본국연락처) 

(Urgent contact) 

비상연락주소(Address) 
우편번호(Zip code) 

비상연락전화(Phone) 

한국어연수 수험번호  

* 모든 입학정보는 이메일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l of the information about admisison is sent by e-mail. Please write your e-mail precisely.) 
* 입학과 관련한 서류를 원활하게 송부하기 위해서 지원자 본인의 정확한 주소 및 연락처가 필요하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fill in your Address, Postal Code Number, E-mail and Telephone(mobile preferred) information accurately as we send Admission Letter  to  the above 

address & Mobile number in case you are admitted.) 

 
 가족사항(Family background) 

관계 

(Relations) 
성명(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학력 

(Scholarly attainment) 

직장명/직위 
(Name of work place/ 

title in office) 

연락처(Contact Info.) 

본인(Myself)      
부(Father)      
모(Mother)      

 
 교육사항(Education: Academic history starting from high school) 

학력(Degree) 재학일자(From-To) 학교명(Name of school) 전공(대학)(Major) 졸업여부(Graduated or not) 

고등학교(High school)     

대학교(College/University)     

 
 지원경로 및 유학동기(Application route) (v) 

지원경로(Route)  □ 인터넷(Internet)   □ 본교 언어연수(Korean Language Course in Chosun Univ.)   □ 기타(Etc.) : 

유학동기(Motive)  □ 학위 취득(Degree)   □ 귀국 후 취업(Get a job)   □ 사업(Business)  □ 기타(Etc.) : 
 

 한국어능력시험(Official TOPIK Level) (v)  

□ 3급(Level 3)    □ 4급(Level 4)    □ 5급(Level 5)     □ 6급(Level 6)     □ 기타(Etc.):  
 

 지원사항(Desired unit) (v)  

- ★학부(과) 전공 선택(Select the department major)  

- 신입학(New admission)  □             - 편입학(Transfer) : 지원학년(Year):  □ 2학년      □ 3학년 

 

 기숙사 입사 여부(Housing) (v) 

학교기숙사 

(Dormitory in Univ.) 

□ 그린빌리지(Green village): 유학생 전용기숙사    

□ 백학학사(Baek-hak-hak-sa): 한국인과 함께 거주 기숙사 

□ 글로벌하우스(Grobal house): 한국인과 함께 거주 기숙사 

외부 거주자 □ 외부거주(Live outside)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Should submit the Housing Contract.) 

* Applicants cannot change housing type during the first semester after admission, so be careful to select hous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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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achment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 제출한 서류의 기재된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조선대학교에서의 학사업무 처리 및 원활한 유학 
생활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 및 「교육기본법」 제 23조의 3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학적, 성적,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한국 내, 본국), 가족사항, 학력사항, 어학능력 

등 지원서 일체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한 정보는 학생이 본교 재학 중 필요한 각종 업무에 사용됩니다. 

1) 학사업무: 입학, 성적, 장학, 졸업, 행사, 동문관리, 취업, 사후관리, 각종 통계보고 

2) 출입국업무: 외국인등록, 체류 연락 및 자격변경, 체류자격외 활동, 입학허가서 발급, 기타업무 

3) 대사관 업무: 학력 조회, 학력인증보고서 발급, 기타업무 

4) 보험 업무: 유학생 각종 보험(유학생 보험, 행사 별 단체보험 등) 

5) 유학생 행사: 유학생 문화탐방, 체육대회, 튜터링, 인턴쉽, 기타행사 

6) 이외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업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조선대학교(국제협력팀 및 학사관리부서)/ 10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학지원이 불가능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근거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검진 결과)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한 정보는 학생이 본교 재학 중 필요한 각종 업무에 사용됩니다. 

 1) 본인확인 

 2) 출입국업무: 외국인등록, 체류 연락 및 자격변경, 체류자격외 활동, 입학허가서 발급, 기타업무 

 3) 보험 업무: 유학생 각종 보험(유학생 보험, 행사 별 단체보험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조선대학교(국제협력팀 및 학사관리부서)/ 10년 

민감정보: 이용목적 달성 후 파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국 체류 또는 본교 재학이 불가능할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적, 주소, 연락처, 학력사항 등 한국 체류에 필요한 내용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기관 지원자 본인의 최종 학력 기관, 법무부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외교부 관할 대사관(영사관), 보험회사,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기관 내부 규정에 따름 

개인정보 제공방법 통신방식, 보조저장매체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 정보의 수집·제 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국 체류 또는 본교 재학이 불가능할 수 있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자발적인 의사로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3 

 

 
Personal Information Agreement 

I agree to allow Chosun University to officially request the verification of my academic records. Also, I hereby officially agree 

that my private information, protected by Privacy Agreement Laws of Korea, will be used by Chosun University for my 

successful study and academic affair. 

 

[Personal Information Agreement]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Name、Sex、Passport NO、Alien card NO、Student record、Grade、Date of Birth 、Contact NO、Address（Korean 、

Home country）、Family particulars、Academic background、Language ability etc. 

Purpose of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e collected information will be used in the students need all kinds of work  

1) Academic affairs: Admission, Grade, Scholarship, Graduation, Dormitory, Event, Alumni, Career etc.  

2) Immigration: Alien registration, Visa extension, Change of visa status, Activities not permitted on a visa status, Issue 

of admission letter, etc. 

3) Embassy: Academic verification, Issuance of Education authentication, etc. 

4 Insurance: International student insurances (foreign student insurance, Group insurance) 

5) International student Event: Cultural experience, sports festival, tutoring, internship, etc. 

6) In addition to other needs of all kinds of work 

Period of retention Chosun University(International affairs team and academic affairs team)/ 10 years 

<Disadvantage in case of refusal> 

If you refuse agreement to collect and use private information, we may not be able to accept your application for entrance. 

I agree □                       I disagree □ 

 

[Personal Information & Sensitive Information Agreement] 
 

Inherent information 
Passport NO 、 Alien card NO(Applicable Act:  Handle of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Article 7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Sensitive information Student health information (Records of medical check-up) 

Purpose of collected Inherent 

information 

The collected information will be used in the students need all kinds of work. 

 1) Identification 

2) Dormitory Resident: Health information 

3) Immigration: Registration, Visa extension, Change of visa status, Activities not permitted on a visa status, Issue of 

admission letter, etc. 

Period of retention 
Chosun University (International cooperation team and academic affairs team)/ 10years. 

Sensitive information: destroy after achieving the purpose of use 
<Disadvantage in case of refusal> 

If you refuse agreement to collect and use private information, we may not be able to accept your application for entrance  

I agree □                          I disagree □ 

 
[Release of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Release of information Name、Sex、Date of birth、Student record、Grade、Date of Birth 、Contact NO、Address 

Release of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Immigration office under Ministry of justice, insurance company,  

Purpose of using personal 

information of the recipient 
Academic inquiry, immigration residence management, insurance for international students (if necessary) 

Retention and use period of 

personal information 

Compliance with the internal regulations of the relevant institution 

<Disadvantage in case of refusal> 

If you refuse agreement to collect and use private information, we may not be able to accept your application for entrance 

I agree □                          I disagree □ 
 
 

※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is not used for other purposes in addition to the above content, Provider will refuse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director must read, modify, delete. 

 

Basis of "Republic of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other relevant laws, voluntarily agree to the abov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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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achment #3 
 

 
자기소개서(Personal Statement) 

이 부분은 다음에 기초하여 한국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This section should be based on the following in Korean.) 
- 분량은 1페이지입니다. (This part should be 1 page long)  
 
1. 성장과정 및 자기소개(Life background & Self-introduction) 
2. 기타(Other) 
 

 



5 

 

■ Attachment #4 

 
학부 수학계획서(Study Plan) 

이 부분은 다음에 기초하여 한국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This section should be based on the following in Korean.) 
- 분량은 1페이지입니다. (This part should be 1 page long)  
 
1. 전공 수학계획(Study Plan for major) 
2. 기타(O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