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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입 학 신 청 서
Application Form

■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1. 성

명 (Name in English)

2. 국

적 (Nationality)

First Name

3. 성

별 (Sex)

Last name

□ 남(M)

4. 생년월일 (Date of Birth)
5. 여권번호 (Passport No)
6. 직

업 (Occupation)

8. 주

소 (Address)

사

□ 여(F)

년(Year)

진

(Photo)

3cm ×4cm

월(Month)

일(Day)

7. 비자종류 (Status of Visa)
한국 내 (In Korea)

전화번호 (Telephone No) (

) -

전화번호 (Telephone No) (

) -

본국 (In home country)

전자우편주소 (E-mail)

■ 정규 과정 (Regular Program)

□ 봄 (Spring Session) 3월 ~ 5월

□ 가을 (Fall Session) 9월 ~ 11월

□ 여름 (Summer Session) 6월 ~ 8월
□ 겨울 (Winter Session) 12월 ~ 2월

※ 입학 연기는 한 학기에 한하여 가능하며, 초과 시 자동으로 입학취소 및 등록금 환불 절차가 진행됩니다.

You can only defer your entry by one semester, if it exceeds more than one semester, the admission process
will be automatically cancelled and we can process your tuition refund.

* 뒷면도 작성해 주세요 (Please complete the form ove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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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학력 (Highest Level)

학교 (Last School Degree or Diploma obtained from)
기간 (Periods of Study)

20

.

.

.

~

20

.

■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studied Korean before?)
□ 예(Yes),

I have studied level

□ 아니오(No)

에서

개월 동안 공부했고

for

months at

.

.

단계를 마쳤습니다.
.

■ 어학연수 비자(D-4)가 필요합니까? (Will you apply for D-4 Visa?)
□ 예(Yes)

□ 아니오(No)

□ 예(Yes)

□ 아니오(No)

■ 기숙사 신청이 필요합니까? (Will you apply for Dormitory?)
※ 기숙사 신청이 기숙사 입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학기 개강 후 기숙사 여실 상황에 따라 기숙사
입사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Application for dormitory doesn’t guarantee dormitory admission, the status of dorm rooms after the opening

of the semester determines whether or not you can join the dormitory.

상기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on the application is all true and correct

제출된 서류는 일체 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 서류의 반환은 절대 불가합니다.

The submitted documents cannot be modified at all, and the return of the submitted
documents is absolutely impossible.

20

.

.

.(Date)

신청인 서명 (Applicant Signature):
대리인 서명 (Agent/Sponsor Signature):

가천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Korean Language Center, Gach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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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자 기 소 개 서
Self-Introduction

■ 성장과정 및 교육배경 (Personal Background)

■ 지원동기 (Reason for Application)

■ 학업계획(진학계획 포함) (Study Plan including your admission plan)

20

성명 (Name):

가천대학교 국제교류처장 귀하

서명 (Signature):

.

.

.(D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