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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 일정

※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입학원서 

접수

(인터넷접수)

2021.10.11.(월) 10:00 ~

11.26.(금) 17:00

(24시간 접수 가능)

서강대학교 국제팀 홈페이지

http://oia.sogang.ac.kr

 • 상시 접수

 • 전형료: 150,000원

 • 원서접수 수수료는 학교가 

부담

 • 인터넷 원서접수 관련 문의: 

진학어플라이(+82-1544-7715)

 • 원서접수 마감 이후 인터넷  

 접수(입력, 결제) 불가

서류제출
2021.10.11.(월) 10:00 ~

11.26.(금) 17: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등기우편(해외 특급 포함), 

방문 (직접, 택배, 퀵)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제출  

서류 인정 

• (우)0410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신수동) 서강대학교 국제팀 

(우정관 201호) 외국인전형 담

당자 앞

 • 서류제출 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제출서류 표지 출

력 후 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

 •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전형 

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

지 않음

합격자 발표 2021.12.31.(금) 예정
서강대학교 국제팀 홈페이지

http://oia.sogang.ac.kr

등록금

(등록확인 

예치금 포함)

납부

2022. 1~2월 중
   서강대학교 지정 은행

         (우리은행)

 • 등록금(등록확인 예치금 

포함) 납부 여부로 합격자

의 등록 여부 확인

 • 등록금(등록확인 예치금 포

함)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2월 중 

서강대학교 국제팀 홈페이

지를 통해 안내 예정

외국인 

입학생

오리엔테이션

2022. 2월 중

 • 추후 합격자 공지사항 확인

 • 지원자 이메일 (원서접수시 

입력한 주소)로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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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1.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신입학)

계 열 학  부 신입학 모집단위 전공 모집인원

인 문

국제인문학부

인문계

국어국문학전공

제한 없음

사학전공

철학전공

종교학전공

영미문화계
영미어문전공

미국문화전공

유럽문화전공 유럽문화전공

중국문화전공 중국문화전공

사회과학부 사회과학부

사회학전공

정치외교학전공

심리학전공

경제학부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인 문
자 연

지식융합
미디어학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신문방송학전공

미디어&엔터테인먼트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아트&테크놀로지전공

자 연

자연과학부

수학전공 수학전공

물리학전공 물리학전공

화학전공 화학전공

생명과학전공 생명과학전공

공 학 부

전자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화공생명공학전공 화공생명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계

 

 ※ 입학정원 및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은 수학능력 등을 고려하여 모집단위별로 정원 외로 선발합니다.

 ※ 원서접수 시 모집단위로 지원합니다.

 ※ 지식융합미디어학부의 경우 인문계열로 간주하여 선발하며, 전공 선택 시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강대학교 전공 수업의 약 30%는 영어로 진행됩니다(전공별 영어강의 비율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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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2,3학년 편입학)

계 열 학  부 모집단위 편입학 모집전공 모집인원

인 문

국제인문학부

인문계

국어국문학전공

제한 없음

사학전공

철학전공

종교학전공

영미문화계
영미어문전공

미국문화전공

유럽문화전공 유럽문화전공

중국문화전공 중국문화전공

사회과학부 사회과학부

사회학전공

정치외교학전공

심리학전공

경제학부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인 문
자 연

지식융합
미디어학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신문방송학전공

미디어&엔터테인먼트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자 연

자연과학부

수학전공 수학전공

물리학전공 물리학전공

화학전공 화학전공

생명과학전공 생명과학전공

공 학 부

전자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화공생명공학전공 화공생명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계

 ※ 입학정원 및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은 수학능력 등을 고려하여 모집단위별로 정원 외로 선발합니다.

 ※ 원서접수 시 모집전공으로 지원합니다.

 ※ 서강대학교 전공 수업의 약 30%는 영어로 진행됩니다(전공별 영어강의 비율 상이).

2. 모집단위 및 전공 관련 안내 사항

  1. 자율전공제도 : 신입생은 2학년 진급 시 모집단위 내 전공(예 : ‘인문계’ 내의 ‘국어국문학’, ‘사학’, ‘철학’, ‘종교학’)을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 편입생은 입학 시 지원한 전공 자동 선택됩니다.

                      ※ 일부 모집단위는 전공 선택 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2. 다전공제도 : 재학 중 계열, 모집단위, 전공과 관계없이 최대 3개 전공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 편입생은 원칙적으로 추가 전공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단, 수업연한 외에 추가로 2학기 이상을 이수할 때 추가 전공 이수가 가능하며, 추가 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여섯째 학기 말에 추가 전공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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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격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중 아래 학력기준과 어학능력기준을 충족한 자

1. 학력기준

가. 신입학

   -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편입학

  (1) 2학년 편입학

 -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2학기(1년) 이상 수료(예정)자

 -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2) 3학년 편입학

  -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4학기(2년) 이상 수료(예정)자

  -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1. 대한민국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지원자 모두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만 부모 및 지원자 모두 외국인으로 인정합니다.

 2. 입학원서 접수 시 한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본인과 부모가 한국계인 경우, 해외 국적을 보유하고 한국에 거주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

기 또는 상실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상실 및 이탈 내용과 날짜가 서류에

서 증명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국적상실/이탈 사실 증명 등) 

 4. 대만 국적인 지원자도 부모 모두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정의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

인(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국적을 취득

한 경우 인정)

 5. 부 또는 모 중 한 명과 가족인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국적으로 지원 자격을 갖게 되며, 반드시 지원자

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초교과정 취학 전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지원자격이 부여됩니다. 이 경우에도 한국 국적 상실(이탈)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7. 미혼모의 자녀 혹은 기타 가족관계가 증명이 안 되는 경우라도, 해당 학생과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라는 

증빙 및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인정하

지 않습니다.

 ◆ 신입학, 편입학 학력 관련 유의사항

 1. 국내학교, 외국학교의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정규 학력으로 

인정합니다.

 2.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 인정 방법은 외국인전형에서 정규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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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입학 지원 시 유의사항 

    * 수료(修了): 출신대학의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및 성적 취득을 

의미하며, 수료 여부를 출신 대학에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하여야 합니다. 입학 전후

에 상관없이 최종 학력 조회결과 미수료로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

습니다.

 * 출신대학의 졸업이수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 기준 등 학칙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성적증명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 별도의 수료기준 학점이 학칙 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1. 2학년 편입학 기준: (4년제 대학) 졸업소요학점의 1/4 이상 취득한 자

      2. 3학년 편입학 기준: (4년제 대학) 졸업소요학점의 1/2 이상 취득한 자

2.  어학능력기준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자)

   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나.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3급 이상 수료자

   다. 국내 4년제 정규대학 부설교육기관 한국어 정규과정 3급 이상 수료자

   라. 영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험(TOEFL, IELTS, TEPS) 보유자

   마.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 교육을 이수한 자

   바. 기타 : 공인 한국어 성적이 없는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레벨테스트를 통해 '가'에 

상응하는 언어능력을 부여할 수 있음. 

       ※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 본교에서 별도 한국어연수 제공 예정

 ◆ 어학능력기준 관련 유의사항 

 1. 어학능력기준은 지원자격이며, 전형 총점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 해당 한국어능력기준 취득자 및 수료자는 혹은 영어능력입증서류 보유자는 서류 제출기간 내에 

취득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학능력기준 미달로 

인하여 불합격 처리됩니다.

 3. 영어능력입증서류를 제출하여 합격하였더라도 서강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한국어교육 의무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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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1-1. 필수 제출서류 (학력)

제출 서류 
신
입
학

편
입
학

비고

입학원서 O O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학력조회 동의서(서식1) O O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서식2) O O -온라인 작성 및 제출(모집요강 25~26쪽 참고)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가능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O O

<중국 이외 국가 고등학교 졸업자 : ①, ② 중 택일>
 ①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졸업(예정)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②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 영사확인을 받은 졸업(예정)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중국 내 고등학교 졸업자>
 ① 일반계 고등학교 
   ⓐ 졸업증명서 : 中国高等教育学生信息网(学信网)에서 발급받은 Verification Report of 

China Secondary Educa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中国中等教育学历报告) 제출 
(영문서류)

  ※ 졸업예정자: 한국 영사 확인을 받은 서류 제출(합격 후 Verification Report of China 
Secondary Educa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中国中等教育学历报告 서류 제출)

   ⓑ 성적증명서 : 한국 영사 확인을 받은 서류 (전 학년 성적)
      ※ 성적증명서는 과목별 만점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성적체계 관련 설명서 제출 필수
 ② 실업계 고등학교(中转, 职高)
   ⓐ 졸업증명서(1, 2 중 택일)
    1. 해당 학교 발행 졸업증명서 (성 교육청 증명서 주중공관 한국 영사확인 필수)
    2. 성 교육청 발행 졸업증명서 (주중공관 한국영사확인 필수)
     ※ 졸업예정자 : 해당 학교 발행 서류를 한국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졸업 후
        위 1, 2 중 택일하여 추후 제출 필수
   ⓑ 성적증명서 : 한국 영사 확인을 받은 서류 (전 학년 성적)
     ※ 성적증명서는 과목별 만점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성적체계 관련 설명서 제출 필수

   * 모든 서류는 한글 혹은 영문본으로 제출.
   * 한글/영문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함
   * 번역시 고교 명칭, 성명이 다른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외국인전형에서 정규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전 학년 성적증명서
※ 편입생은 전 학년 성적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
아도 됨

O

HUIKAO 성적증명서
※ 중국 고등학교 출신 
   학생만 필수 제출

O O

 <China High School Academic Proficiency Test (Huikao) Results> 
중국 고등교육 학생 정보망(학신망) [일반 고등학교 학업 수준 시험 성적 인증 보고서] 
(영문) 원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인증서 발급: http://www.chsi.com.cn)
 - 대체 가능 서류 (①, ② 중 택일)
  ① 가오카오(高考) 성적보고서
  ② 성교육청 또는 교육국에서 발행한 후이카오(会考) 미시행 확인서

전적 대학 전 학년 성적
증명서 O <중국 이외 정규 대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수료자 : ①, ② 중 택일>

 ①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졸업(예정)증명서 혹은 수료(예정)증명서 + 
    전 학년(혹은 일부 학년) 성적증명서
 ②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 영사확인을 받은 졸업(예정)증명서 혹은 
    수료(예정)증명서 + 전 학년 성적증명서
<중국 이외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자 : ①, ② 중 택일>
 ①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졸업(예정)증명서 + 전 학년(혹은 해당 학년) 성적증명서
 ②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 영사확인을 받은 졸업(예정)증명서 + 전 학년 성적증명서
<중국 내 대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수료자>
 ① 정규 일반 4년제 대학교
   ⓐ 졸업증명서 : China Academic Degrees & Graduate Education Development 

Center에서 발급받은 학위인증보고서(Degree Credential Report) 
영문본 제출

    ※ 졸업예정자 
     - 중국 고등교육 학생 정보망(학신망)에서 발급받은 고등 교육 학력 보고서

(Verification Report of China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영문본 
제출.

     - 졸업 후 China Academic Degrees & Graduate Education Development Center에
서 발급받은 학위인증보고서(Degree Credential Report) 영문본 제출 

    ※ 1학년 혹은 2학년 수료예정자: 중국 고등교육 학생 정보망(학신망)에서 발급받은 
고등 교육 학력 보고서(Verification Report of China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제출

   ⓑ 성적증명서 : 한국 영사 확인을 받은 서류(전 학년 성적, 수료자는 수료까지의 성적)
      ※ 성적증명서는 과목별 만점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성적체계 관련 설명서 제출 필수

 ② 전문대학교(专科) 졸업자(中转졸업자는 지원 불가. 신입학 전형만 지원 가능)
   ⓐ 졸업증명서 : 중국 고등교육 학생 정보망에서 발급받은 고등 교육 학력 보고서

(Verification Report of China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영문본 제출 

  ※ 졸업예정자: 한국 영사 확인을 받은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대학의 졸업요구학점, 실제 취득한 학점이 명시되어 있는 성적표 및 

성적체계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1. 2학년 편입학: 국내/외 
4년제 대학 2학기 이상 
수료(예정) 또는 재학 증
명서

2. 3학년 편입학: 국내/외 
4년제 대학 4학기(2년) 
이상 수료(예정) 또는 
재학증명서

3.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
(예정)증명서

O

http://www.cdgdc.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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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필수 제출서류 (지원자격)

2. 기타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가 아니며, 기타서류목록표(서식3)에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함) 

   가. 해당국가 대학입학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SAT, ACT, AP, A-LEVEL, IB, 高考 등)

   나. 공인어학성적표(TOEFL, TOEIC, TEPS, IELTS, HSK, JLPT, DELF, DELE, TestDaF 등)

      ※ 자격요건으로 영어성적을 내는 경우는 필수 제출

   다. 기타 고교 수상경력, 자격증 등

제출 서류 신입학 편입학 비고

어학능력 조건 입증 자료
※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함

O O

- TOPIK 성적표 혹은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3급 이상 

  수료증명서 혹은 국내 정규 대학 3급 이상 수료증명서

- 한국어능력 자격증이 없는 경우 영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IELTS, TOEFL, TEPS 점수 제한 없음)

(국적서류) 신분증 사본
※ 유효기간 내 신분증 제출 필요

O O

- 본인 및 부모 신분증 각 1부

- 여권사본 각 1부, 해당 국가 신분증 각 1부

  ※ 국내 체류자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1부

- 여권이 없을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사본 또는 

대한민국에서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원본만 제출 

가족관계 증명서류
※ 모든 서류는 원서접수 시점
 1년 이내에 발행된 자료 인정

O O

- 중국 국적 지원자: 

 ㆍ친족관계증명서(亲属关系证明) 영문본 1부

 ㆍ본인 및 부모의 호구부 공증본(居民户口簿 公证本)의 영문본 1부

- 중국 국적 이외의 지원자 : 지원자의 출생증명 원본 1부

 (출생증명 이외에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가능)

-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부모님 이혼 또는 사망시 사실 확인 

가능 서류 제출, 부모님 이혼시 지원자에 대한 친권 및 양육

권 확인 가능 서류 제출

국적상실증빙서류
※ 한국계 외국인 해당
※ 모든 서류는 원서접수 시점
 1년 이내에 발행된 자료 인정

O O

- 본인 및 부모가 한국국적을 포기(상실)한 자에 한하여 제출
- 지원자와 부모의 국적상실사실이 명시된 지원자 명의의 가족

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나중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입학 취소

재정증명서류
※ 표준입학허가서 수령 전 필수 
  제출

O O

- 은행잔고증명서 제출(USD 20,000 이상. 타 국가 통화도 가능)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발급한 것도 인정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단,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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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1. 지원자격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오기재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 후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입학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우편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4.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원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본을 해당 

발급기관이나 서강대학교 제출서류 접수장소에서 제출기한 내에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5. 모든 서류 우측하단에 수험번호 및 이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6. 한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전·편입학한 경우에는 이전학교 관련 서류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최종합격자는 입학일 전까지 외국에서 재학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대

하여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의 한국영

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지원자의 제출 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입학원서 또는 제출서류(번역문 포함)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재학 중인 학생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하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

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11. 서강대학교의 외국인전형 지원자격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전형결과에 상관없이 입학전

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제출된 서류상의 이름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국 법원이나 재외공관장 

발행)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제출된 서류는 서강대학교에서 보관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및 배점   

단 계 서 류 계

일괄합산 100%(1,000점) 100%(1,000점)

※ 서류: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제출서류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원자 본인 및 학교나 관련 기관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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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합격자 발표

2021.12.31.(금) 예정
 

     ※ 합격자 발표는 서강대학교 국제팀 홈페이지(http://oia.sogang.ac.kr)에서 진행될 예정

2. 합격자 등록

   가. 등록방법 

       - 합격자 등록금(등록확인 예치금 포함)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2년 1월~

2월 중 서강대학교 국제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나. 등록금(2021학년도 입학 기준, 단위:KRW)            

[7] 수험생 유의사항
1. 지원 및 등록 관련 유의사항

  가. 모든 지원자는 서강대학교 국제팀 홈페이지 (http:/oia.sogang.ac.kr, +82-2-705-8118)에 상세

하게 안내된 외국인전형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나. 외국인전형을 실시하는 여러 대학에 중복 합격한 경우 반드시 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이중 등록 시에는 등록한 모든 대학교의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다. 아래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1) 입학 전·후에 상관없이 지원자격 부적격 등의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2)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로 지원한 후 그 시기에 졸업하지 못한 자

  ※ 일본의 경우 2022년 3월 졸업을 기준으로 함

      (3) 입학전형 성적 등 학력수준이 서강대학교에서 수학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서강대학교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입학 전·후에 상관없이 입학전형 중 각종 부정행위자, 입학원서 또는 제출 서류(번역문 포

함)를 위·변조한 자, 입학 허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대해 미고지한 자 등 

기타 입시부정 관련자

  라. 필수 제출서류를 미제출 한 지원자는 불합격 또는 합격(입학)을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마. 등록 포기 및 등록금 환불

      (1) 등록을 포기할 경우 등록금 환불은 서강대학교 등록금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2) 등록을 포기하려는 지원자는 입학 전까지 등록금 환불의사를 서강대학교 국제팀으로

(+82-2-705-8118, applysogang@sogang.ac.kr)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학부 학기 입학금 수업료 합계
국제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1 345,000

4,165,000 4,510,000

자연과학부 4,870,000 5,215,000

공학부 5,442,000 5,7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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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학원서 입력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 시 모든 사항은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입학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미고지한 경

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입력사항 착오, 누락, 오기 및 제출서류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및 입금시점) 이후에는 지원 철회 혹은 지원자격, 지원모집단위 등의 

변경이 일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 입학원서의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3cm X 4cm)을 스캔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기간 중 불가피하게 사진을 업로드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정해진 기간까지 반드시 사진을 업

로드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사진을 업로드 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이미지(배경사진, 옆모습 등)를 

업로드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전형기간 중 연락처는 수험생과 가장 빨리 연락될 수 있는 곳으로 국내 연락처와 주소지를 반드시 입

력하여야 하며, 입력을 잘못하였거나 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연락처의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서강대학교 국제팀 홈페이지 (applysogang@sogang.ac.kr, +82-2-705-

8118)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마. “은행 계좌번호”는 전형료 환불계좌 및 외국인전형 등록 후 포기자에 대한 등록금 환불계좌이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전형료 결제 및 입금 후에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이니 착오 없기 바랍니

다.

사. 전형별 제출서류(오프라인 제출 대상자)는 서강대학교 국제팀으로 우편발송(등기) 또는 방문(직접·택

배·퀵)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직접 제출 불가

3. 기타 유의사항

   가. 입학성적 및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서강대학교 수시 및 정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

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합격(입학)하더라도 합격(입학)을 취소하며, 재학중인 학생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하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반환기준에 준

하여 반환합니다.

     라. 합격자가 신·편입생 등록을 완료하면, 입학원서 기록정보(사진 포함)가 학사 행정 및 학생 지도 정

보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모집단위별로 신입학한 자의 모집단위 내 전공 선택은 서강대학교 학칙시행세칙에 따릅니다.

     바. 이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서강대학교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사에 따릅니다.

 

  

※ 전형료 관련 유의사항

       - 원서접수가 완료(전형료 결제 및 입금시점)된 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

지 않습니다. 단,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필요)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원서접수 수수료 제외)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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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인 입학생 대학생활 안내 

1. 장학금 안내 

   가. 외국인 신입생/편입생 장학금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

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

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
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
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학금 구분 내용

입학장학금Ⅰ

대상 입학성적이 매우 우수한 자 (상위 5% 이내)

혜택
8학기 전액장학금(입학금+수업료 전액) 지급
※ 2학년 편입생은 6학기, 3학년 편입생은 4학기 전액장학금

조건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이 4.30만점에 2.80점 이상일 경우 계속 지급

입학장학금Ⅱ
대상 입학장학금 I 수여자를 제외한 입학성적 우수자 (상위 10% 이내)

혜택 입학 당해 학기 반액장학금(입학금+수업료 반액)지급

입학장학금Ⅲ
대상 최종 합격생의 25% 이내

혜택 입학 당해 학기 장학금(입학금+수업료 25%) 지급

입학장학금Ⅳ
대상 최종 합격생의 50% 이내

혜택 입학금 지급

장학금 구분 내용

글로벌이머징

장학금Ⅰ

대상 입학처에서 학생의 재정능력, 학업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자

혜택
8학기 전액장학금(입학금+수업료 전액) 지급

※ 2학년 편입생은 6학기, 3학년 편입생은 4학기 전액장학금

조건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이 4.30만점에 2.50점 이상일 경우 계속 지급

글로벌이머징

장학금Ⅱ

대상 입학처에서 학생의 재정능력, 학업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자

혜택
8학기 반액장학금(입학금+수업료 50%) 지급

※ 2학년 편입생은 6학기, 3학년 편입생은 4학기 반액장학금

조건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이 4.30만점에 2.50점 이상일 경우 계속 지급

글로벌이머징

장학금Ⅲ

대상 입학처에서 학생의 재정능력, 학업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자

혜택
8학기 25%장학금(입학금+수업료 25%) 지급

※ 2학년 편입생은 6학기, 3학년 편입생은 4학기 25%장학금

조건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이 4.30만점에 2.50점 이상일 경우 계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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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학생의 최종 선발은 국제처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나. 외국인 재학생 장학금

2. 국제학생의 입학 후 교육과정 안내

가. 신입생

(1) 총괄표

(2) 서강대 자체 한국어 레벨테스트: 신입생을 대상으로 서강대 자체 한국어 레벨테스트는 필수로 진행되며, 

레벨테스트 결과에 따라 한국어 수업의 분반이 나뉘게 됩니다.

(3) 위 총괄표의 *, **에 대한 자세한 수강과목과 학점 예시는 아래 5. 국제학생 입학 후 교육과정 선택에 따

른 수강 과목 예시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장학금액 수혜
대상

수혜 최소요건
장학생 선발 기준

취득학점 성적

글로벌 장학금 I
수업료 전액, 수업

료의 2/3, 1/3, 1/6
성적우수

12학점 

이상
2.5이상 외국인 유학생 중 성적우수자

글로벌 장학금 II
수업료 전액, 수업

료의 2/3, 1/3, 1/6

가계곤란, 

기타

12학점 

이상
2.0이상

외국인 유학생 중 가계곤란 학생, 

또는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된 학생

장학금 구분 내용

언어능력 우수 

장학금Ⅰ

대상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6급 수료생 혹은 TOPIK 6급 취득자 중 입학평가 우수자

혜택 입학 당해학기 전액 장학금(입학금+수업료 전액) 지급

언어능력 우수 

장학금Ⅱ

대상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5급이상 수료생 혹은 TOPIK 5급이상 취득자 중 입학평가 우수자

혜택 입학 당해학기 반액 장학금(입학금+수업료 반액) 지급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장학금

대상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3급 이상 수료생

혜택 입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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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편입생

   - 국제학생 편입생은 한국어교육원 KAP200 교육과정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으니, 수강을 희망하는 편입생은 

미리 국제학생 교육센터에 상담하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문화’ 연계전공 신청 불가)

3. 국제학생의 한국어 교육과정 (KAP200) 이수 및 학점인정 관련

가. 의무수강 대상 및 내용: 입학 시 TOPIK 3급 이하 또는 한국어 정규과정 3급 이하의 자격으로 입

학한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입학 시 TOPIK 4급 또는 본교 한

국어 정규과정 4급을 보유한 대상자도 한국어 교육과정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영어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 중 TOPIK 성적이 없거나 TOPIK 3급 이하, 한국어 정규과정 3급 

이하의 자격으로 입학시에는 한국어 교육과정(KAP200)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나. 학점인정 대상: 입학 전 한국어 정규과정 4급 취득자 및 재학 중 한국어 정규과정 수료자

다. 인정 학점: 본교 교양과목 6학점으로 인정하며,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합니다.

    ※ 단, 6학점 외 추가 학점인정은 기존에 이수한 과정보다 상급과정인 경우에 한함

라. 인정 과정: KAP200 

과정 KAP 200

교과 구성 쓰기 1, 말하기 2, 듣기 1시간 문법과 단어, 한국문화 등

총 이수시간 200시간

총 이수기간 10주

교육시간 월~금 1:30 PM – 5:30 PM

학비 1,770,000 원

마. 성적 처리: 한국어교육원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학생은 6학점이 인정되며, 성적표기는 

‘S’ (Successful), 70점 미만 학생은 성적표기 ‘U’ (Unsuccessful)로 표기합니다.

바. 수강학점 제한: 입학 시 TOPIK 3급 이하 또는 한국어 정규과정 3급 이하의 자격으로 입학한 외

국인 학생은 학부 수강과목을 10학점 이내로 제한합니다.

※ 단, 외국어 강의는 제한이 없음

※ 재학 중 TOPIK 4급 및 한국어 정규과정 4급 이상 취득 시 학점 제한 해제 (1학년 때 취득한 

TOPIK은 인정하지 않음)

사. 수강료 지원

(1) 대상 학생이 재학 중에 본교 한국어교육원에서 KAP200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수강료

를 지원합니다.

(2) 수강료는 재학 중 최대 2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문의: 국제학생 교육센터 (02-705-4703, 4704)

    ※ 한국어 교육 관련 내용은 학교 방침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국제학생 전용 [한국사회문화] 연계전공 안내

가. [한국사회문화] 연계전공은 국제학생이 주 전공 외에 추가로 선택 가능한 전공입니다.

나. [한국사회문화] 연계전공은 한국어 고급 과정과 한국 사회 문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국제학생들은 서강대에서 제1전공으로 선택한 ‘전공 학문’ 잘 이수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수업 기법(토론, 발표, 리포트 작성, 시험)등에 대한 사전 훈련을 받게 되며,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이론적, 실무적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다. 장점

    (1) 2개 학위 취득 (제1전공 학위 + 한국사회문화 전공 ‘문학사’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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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졸업 학점 채우는 부담 감소 (전체 졸업 학점 내 연계전공 36학점 포함)

    (3) 한국사회문화 연계전공 신청 및 수강 시 한국어 교육비 3학기까지 지원

▣ [한국 사회 문화] 전공 이수표

서강 

자체

한국어 

Level 

Test

TEST 
결과

TRACK 배정 ‘한국사회문화’ 연계전공 이수 내용

3급 TRACK 1 한국어 교육 3, 4, 5급 수준의 한국어과정(36학점) 이수

4급 TRACK 2
한국어 교육 4, 5급 수준의 한국어과정(24학점) 및 

심화과정(12학점) 이수

5급 TRACK 3
한국어 교육 5급 수준의 한국어과정(12학점) 및 

심화과정(24학점) 이수
6급 

이상
TRACK 4 심화과정(30학점) 이수, 6학점 이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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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문화] 교과목

구분 과목코드 과목 명 학점

한국사회문화 

전공 한국어과정 

교과목

KSC1001 대학 생활을 위한 학문적 읽기 3
KSC1002 대학 생활을 위한 비판적 쓰기 3
KSC1003 대학 생활을 위한 전략적 듣기 3
KSC1004 대학 생활을 위한 논리적 말하기 3
KSC2001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한 학문적 읽기 3
KSC2002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한 비판적 쓰기 3
KSC2003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한 전략적 듣기 3
KSC2004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한 논리적 말하기 3
KSC3001 한국 사회 이해를 위한 학문적 읽기 3
KSC3002 한국 사회 이해를 위한 비판적 쓰기 3
KSC3003 한국 사회 이해를 위한 전략적 듣기 3
KSC3004 한국 사회 이해를 위한 논리적 말하기 3

한국사회문화 

전공 심화 교과목

KSC4001 한국 대중 문화의 이해 3
KSC4002 영화로 이해하는 한국 3
KSC4003 한류의 문화 산업 3
KSC4004 한국의 국제관계 3
KSC4005 미디어의 변화와 한국 3
KSC4006 한국 정치의 이해 3
KSC4007 한국 사회 변동 3
KSC4008 한국 경제 발전론 3
KSC4009 한국 전통 문화의 이해 3
KSC4010 남북한 관계론 3

※ 교과목명은 번역/교과목 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국제학생 입학 후 교육과정 선택에 따른 수강과목 예시표

가. *: TOPIK/한국어교육원 3급 이하 신입생의 교육과정별 수강과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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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TOPIK/한국어교육원 4급 이상 신입생의 교육과정별 수강과목 예시

6. 국제학생 교육센터 소개

  - 국제학생 교육센터는 서강대에서 공부하는 국제학생을 위한 서비스 센터입니다.

정규 교육과정 운영

· 자체 한국어 레벨 테스트 진행

· 한국사회문화 전공 운영

· 교양 공통 선택 ‘한국문화’ 영역 교과 운영

· 국제학생 교육과정 질 관리

학사 및 대학생활 

지도

· 수강 신청 지도 및 학사 지도

·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및 대학생활 적응 상담

· 국제학생 전용 학생 참여대회 진행
전화: 02-705-4703, 4704                 이메일: globaled@sogang.ac.kr

홈페이지: globaledu.sogang.ac.kr         위치: 서강대학교 최양업관 206호

 

mailto:globaled@sog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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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숙사 

  가. 곤자가 국제학사

     (1) 내부시설 : 전용식당, 체력단련실, 인터넷라운지, 라운지, 기도실, 세탁실 등

    (2) 기숙사비 안내(2021학년도 1학기 기준, 단위 : KRW) 

  * 신규 입사자의 경우 보증금 10만원 별도 부과

  * 학기 별 거주 일수 차이에 따른 금액 변동 가능성 있음

     (4) 신청방법

         인터넷 원서접수 시 신청가능(원서접수 이후 신청 불가능)

   (5) 문의처 : 

       가) 기숙사 신청 및 선발관련 : 국제팀 (http:/oia.sogang.ac.kr, +82-2-705-8118)

       나) 기숙사 시설 및 생활관련 : 곤자가 국제학사 (+82-2-705-8811, +82-70-8220-2000, 

http://gonzaga.sogang.ac.kr)

내용 4개월 6개월
기숙사비

(Housing fee) 1,616,000원 2,460,000원

식비(Meal fee)

A type (127끼) 508,000원  A type (195끼) 780,000원

B type (181끼) 651,600원  B type (276끼) 993,600원

선택 안 함 0원 선택 안 함 0원

http://goabroad.sogang.ac.kr
http://gonzaga.sog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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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및 영사확인 제출 안내

1. 제출대상자 : 2022학년도 외국인전형 3월 입학 최종합격자 중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자

2. 확인대상 서류 : 외국소재 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3. 제출방법

  가.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학교 소재국에서 지

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 학교 발행 각종 증명서(원본)와 함께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기관은 해당국 정부(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부)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공문서는 국무부(워싱턴) 에서 발급하며 주(State)의 공문서나 공증인의 공문

서는 각 주정부 국무부 (Secretary of State)의 인증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 재외동포는 우리나라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거주국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의 위치 및 연락처를 안내 받

을 수 있습니다. 

 나. 영사 확인

     :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당해학교 소재국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학교 발행 각종 증명서(원본)와 함께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 소재국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에도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대신하여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가능

  다. 제출기한 : 합격자 대상 추후 통보

        ※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일 이후 졸업증명서를 아포스티유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처 

     : 서강대학교 국제팀 (+82-2-705-8118)      

       041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신수동) 서강대학교 베르크만스 우정원 201호

4.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

  가.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 +82-2-2002-0251~2  나.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 : +82-2-720-8027

5.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외교부 사이트 참조)

지 역 국 가 명

아시아, 대양주(19)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호

주), 인도, 일본, 중국일부**(마카오, 홍콩),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피지, 필리핀, 팔라우, 한

국

유럽(52)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

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

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

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

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1)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중남미(30)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

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

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아프리카(12)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스와질랜드,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중동(4) 모로코, 바레인, 오만,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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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학원서(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안내

서강대학교 국제팀 홈페이지(http://oia.sogang.ac.kr)에 접속

↓

‘외국인전형 인터넷 원서접수’ 클릭

↓

http://www.jinhakapply.com(진학사)로 접속
(입학원서 인터넷 접수시 자세한 사항은 원서접수 사이트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참조할 것)

↓

회원가입(무료)
(반드시 지원자 명의로 가입)

↓

인터넷 원서접수 입력 시 유의사항 확인

↓

입학원서 및 서류심사 지원서 작성(사진파일 업로드)

↓

전형료 결제 전 최종 입력 내용 확인

↓

전형료 결제
(결제방법: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

출력화면
(입학원서, 수험표, 제출서류 표지 출력)

↓

서류제출
(‘제출서류표지’를 출력한 후 제출서류 표기란에 체크하여 봉투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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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학 및 대학생활 관련 문의처

부서명 주요 업무 사무실 위치 전화번호

학사지원팀
수강신청

본관(A관) 104호
+82-2-705-8124

전공신청 +82-2-705-8664

종합봉사실
- 학생증 발급

- 휴학 및 복학, 증명서
본관(A관) 106호 +82-2-705-8000

재 무 팀 등록금 업무 본관(A관) 101호 +82-2-705-8146

학생지원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베르크만스우정원

(BW관) 209호

+82-2-705-8128

장학금 +82-2-705-8129

학자금대출 +82-2-705-8739

곤 자 가

국제학사
- 기숙사(2인1실) 국제학사 127호 +82-2-705-8811

학생생활

상담연구소

- 개인 및 집단상담

- 개인 심리검사
이냐시오관 120호 +82-2-705-8211

취업지원팀
- 아르바이트(과외) 정보 

- 취업 및 진로 상담

베르크만스우정원

(BW관) 300호
+82-2-705-8748

한국어교육원 한국어교육 아루페관(AR관) 7층 +82-2-705-8088~9

국 제 팀

- 학부 외국인 입시

- 학부 외국인 지원/관리

- 교환학생/해외학점이수

베르크만스우정원

(BW관) 201호
+82-2-705-8118

국제학생교육센터

 - '한국사회문화' 제2전공 운영

 - 국제학생 전용 교양 공통 및 

선택교과 운영

 - 국제학생 학사 지도 및 

  대학생활지도

 - 국제학생 교육과정과 대학생활 

지도 효과 만족도 분석 및 관리

최양업관(CY관)

206호
+82-2-705-4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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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식
• 학력조회동의서(서식1)

•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서식2)

• 기타서류목록표(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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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학력조회동의서 :  견본
※ 본 서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입력 후 출력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Date :         , 2022
School Name: (해외학교공식명)                                                              

(영문명)                                                                      

School Address: (해외학교공식주소)                                                          

(영문주소)                                                                  

To whom it may concern,

We are pleased to have the following individual (                   ), tranferred from your school to Sogang 
University.

Your confirmation to the questions to the LETTER OF CONSENT (as attached in the envelope) are appreciated 
and will be held confidentially. If possible, response from your office / institution by e-mail 
(applysogang@sogang.ac.kr) will greatly help to expedite our processing of this individual's application. 

In case of sending us by e-mail, scanned version of the document will be trully appreciated. 

Should you have any further inquiry,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Best Regard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OIA)
Sogang University

Tel: +82-2-705-8045 / E-Mail: applysogang@sogang.ac.kr

LETTER OF AGREEMENT 

To whom it may concern;
I have applied to Sogang University in Seoul, Korea for the 2022 academic year.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full assistance to Sogang University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the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s.

[Verifier/Registrar‘s Section] can be left unmarked
(The document will be sent to each school after the application process).

 [지원자 작성란]
 Student’s Section

 [해외학교(고교과정)학적담당자 작성란]
Verifier/Registrar’s Section

Date of birth: 
*                -            -            

□ Correct   □ Incorrect

Date of admission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                -            -            

□ Correct   □ Incorrect

Date of graduation (or transfer to another 
school):
*                -            -            

□ Correct   □ Incorrect

Name
*                                          

School Name
*                                          

Additional comments :                      
                                            

Printed Name and Signature : 
                                            

Letter of Consent

[학력조회동의서]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Berchmans Woojung Hall #201, 
35 BAEKBEOM-RO, MAPO-GU, 
SEOUL 04107, KOREA 

e-mail : applysogang@sogang.ac.kr
Tel. +82-2-705-8118
FAX : +82-2-705-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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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외국인전형)

성 명 생년월일

수험번호 국적

지원 모집단위

* 한글 또는 영어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각 항목당 1,500 자 제한)

1. 자기소개

- 본인의 성장배경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 본인이 재학한(이수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징과 본인이 이수했던 수업 중 기억에 남는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2. 진학동기 및 계획

- 서강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이유와 고등학교(또는 대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능력 향상이나 

진학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 서강대학교 입학 이후 학업 계획 및 향후 진로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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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날짜/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적응 

- 한국어를 배우면서 어려웠던 점과 한국어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 한국 대학 입학 이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4. 기타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했던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 개 

  이내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예: 자원봉사활동, 인턴십, 외부동아리활동, 예체능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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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기타서류목록표

  

 기타 서류 목록 
List of Supplementary Materials

연번
Number

일자
Date of Issuing 

(MM/YYYY)

내용
Description

발행기관
Issuing Agency

비고
Remark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