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대학교 온라인 신청 가이드

Online Appy Guide

2. [Admission] → [Apply] 클릭(Click)

1 . 조선대학교 영문홈페이지 접속( https://www3.chosun.ac.kr/eng/index.do)

Access the Website of Chosun univ.(English version)



4. Apply Click(클릭)

[Apply] → 3. Click the Program that you apply 본인 신청 과정 클릭

ex. 2023 Spring Graduate Admission (2023 전기 대학원 모집)



6. 확인(OK)를 누른 후 지원서 작성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Click Ok

5. 생년월일 및 이메일 입력 후 “Next” 클릭

Select Birth day(yy-mm-dd) and input your email → Click Next

생년월일과 이메일은 정확하게 기입하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시 필요)

* You should remember birthday and e-mail. It needs them when you modify

application.



8. “ * “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입력/업로드 해야 합니다.

작성 중간중간에 꼭 임시저장(save)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 * ” means applicant should fill out/upload.

Do not forget to click “Save” while filling out the form

7. 개인정보 동의서 →”I agree”(동의합니다) 클릭 → NEXT 클릭

[Usage of Personal Info.] → Click [I agree] → NEXT



10. 자기소개서와 수학계획서도 반드시 입력하세요.

Self-Introduction and Study plan should be written.

9. 사진을 업로드하고 이미지 설명에 본인 이름을 입력하세요.

Upload your file(first box) and input your name(Second box).



12. 문의사항 및 유의사항을 잘 읽고 제출(Submit) 클릭 (Click “Submit”)

Read Inquiry and Notice carefully and click Submit

11. 파일을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Upload your files)



14. 작성을 마친 후 화면 상단에 있는 “Print”를 눌러 출력하세요 (You can “Print”)

13. 신청서를 작성후 저장 또는 Submit 한 후 다시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

니다.

when you re-log in to apply page, you can see below picture even if you fill out

application and submit.

“확인”버튼 누른 후 지원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After entering “OK”, you can modify)

# “Submit” 이후에도 지원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까지 유효)

(You can modify)

*modify : 수정 / Delete:삭제 *삭제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Becareful not to click “Delete”



15. 출력 후 기타 서류들과 함께 우편 제출

(All documents should be submitted by airmail)

15. 지원서 출력후, 지원자 본인 서명 하세요 (Print all documents and sig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