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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인원 및 모집 단위 (신입·편입 모집단위 상이)
∎모집 인원: 해당 모집 단위에서 약간 명 모집
∎모집 단위
대학

모집단위(신입)

계열

모집 단위

전공

편입(2학년): 한국어문학과
편입(3,4학년): 국어국문학과
편입(2,3,4학년): 역사학과
편입(2,3,4학년): 영어학과
편입(2,3,4학년): 중국학과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역사어문학부 한국어문학전공

문과

인문
사회

역사어문학부 역사학전공
영중국제학부 영어학전공
영중국제학부 중국학전공
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바이오융합학부

건강과학

자연
과학

ㆍ식품개발학전공
ㆍ생명공학전공
ㆍ화장품과학전공

경영

법정

인문
사회

식품영양학과

경영학부

ㆍ경영학전공
ㆍ회계학전공

관광학부

ㆍ관광항공경영학전공
ㆍ호텔컨벤션경영학전공

경영정보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찰학과
정치외교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경호보안학과
기계공학부

공과

교양융합
대학

공학

예체능
자연,
공학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나노신소재공학과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전공
컴퓨터공학부 정보보안전공
정보통신공학과
건축학부
토목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소방방재공학과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자유전공학부

편입(3,4학년): 없음
편입(3학년): 식품영양생명학부
ㆍ식품영양학전공
ㆍ식품생명학전공
편입(4학년): 식품영양생명학과
좌동
좌동
편입(4학년): 없음
좌동
좌동

스포츠과학과
의류산업학과
외식프랜차이즈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무역물류학과
인문
사회

모집단위(편입)

좌동
편입(3,4학년): 관광학부
ㆍ관광경영학전공
ㆍ호텔경영학전공
좌동
좌동
좌동
좌동
편입(4학년): 국제관계학과
좌동
좌동

ㆍ기계로봇설계공학전공
ㆍ기계시스템공학전공
ㆍ방산기계공학전공

좌동
좌동
좌동
좌동
편입(4학년): 컴퓨터공학과

ㆍ건축공학전공

좌동
좌동
좌동
편입(4학년): 도시환경공학과
좌동
좌동
좌동
편입(4학년): 없음

※ 상기의 모집 단위 이외의 학과는 본 전형에서는 모집하지 않음.
※ 자유전공학부는 1학년 말 건강과학대학 및 공과대학 내 학과(부)만 선택 가능함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선택 불가)
※ 본교 모집단위 변경에 따라, 편입 학년에 따라 모집단위가 상이합니다. 편입 신청자는 위 표를 참조한 후
학과 명칭을 잘 선택하여, 입학원서에 신청전공 명칭 작성 시, 한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선발 및 입국 절차
입학 서류 제출
(전형료 납부)

☞

‚서류 및 면접평가
(부서, 학과)

☞

ƒ합격자 발표
(등록금 납부, 보험가입)

„표준입학허가서 발부

☞

…사증 발급(D-2-2)

☞

⑥입국 및 입학

☞

3. 전형 일정
구

분

일

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방문 또는 우편)

서류 및 면접 평가

정(1차)

일

정(2차)

2020.05.18.(월)~2020.05.29.(금)

2020.06.29.(월)~2020.07.03.(금)

2020.06.08.(월)~2020.06.26.(금)

2020.07.06.(월)~2020.07.17.(금)

2020.07.13.(월)

2020.07.31.(금)

추후 통보

추후 통보

최종 합격발표
등록금 납부

비

고

∎면접일정: 개별통보
∎개별 통보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서류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평가를 진행합니다. 면접평가 합격자가 최종합격자입니다.
→미비서류 보충 제출 여부, 경남대학교 한국어연수과정 수료여부에 따라 불합격될 수 있음
※ 모집 기간 외 원서 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 전형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지원자는 반드시 경남대학교 담당자와 Social Media 친구추가를 하세요.
(미비서류, 면접일정, 합격자 발표, 학비납부 사항 공지예정)
Kakaotalk or Instagram or Wechat or Line or Facebook ☞ ID: vivakim0531
Telegram ☞ ID: +82-10-5751-1983
4. 지원 대상 및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구분
순수외국인

언어자격
(4개 중 반드시
1개 선택)

자

격

요

건

비고

① 부ㆍ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으로서 국내 또는 국외
에서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자 또는 졸업 예정자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 이상인자 (예체능, 이공계: 2급 이상)
: 단 제69회, 제70회 TOPIK응시 접수증을 제출한자는 조건부로 서류
및 면접 전형에 참여할 수 있음. 서류 및 면접 전형에 합격하더라
도 입학 전에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이 취소됨.
� 순수외국인전형
② 영어능력시험 TOEFL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 이상인자
� 정원 외 모집(입학 정원 제한 없음)
③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서류(졸업증명서 등)
로 영어능력시험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입학가능
④ 경남대학교 한국어연수과정 수료자
: 단 경남대학교 수료 예정생은 지원가능하나, 최종 수료시점에 수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자동 탈락

☞ 순수 외국인의 범위
①
②
③
④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여권에 표기된 국적 기준)
대만인의 경우, 부모 중 일방이 대만인이고, 다른 일방이 한국인인 경우는 호혜상호주의 원칙상 순수외국인으로 인정.
이중 국적자 ㆍ 무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
부모의 이혼, 재혼 또는 사망 관련 사실이 있는 지원자는 출생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모의 국적 및 가족관계
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지원 자격
구분

지

원

자

격

1학년(신입)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정규 일반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인 자

2학년(편입)

국내 또는 국외 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

3학년(편입)

국내 또는 국외 대학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

4학년(편입)

국외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인 자, 국외 전문대학 전공과 본교 전공이 일치하는 자

5. 지원 방법 및 전형 방법
∎지원 방법
① 학과(부) 지망은 제1지망에 한하며, 복수 지원 금지
② 전적대학 출신학과(부) 또는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4학년 편입 미해당)

∎전형 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단위

선발방법

선발비율

1단계
2단계

서류평가

면접평가

100%

100%

-

100%

-

100%

전 모집단위

6. 전형료 및 등록금(학비) 납부 관련
∎ 전형료: 60,000원 지원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아래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서류평가 전형료 30,000원, 면접평가 전형료 30,000원)
∎ 등록금(학비): 최종합격자만 납부합니다.
∎ 송금계좌
한화(₩): 경남은행 570-07-0018030 경남대학교 총장
미화($): KYONGNAMBANK 570-JSD-000045 President of Kyungnam University
Swift Code: kynakr22
Address: 7(Woryeong-dong) Kyungnamdaehak-ro, Masanhappo-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631-701, Republic of Korea
∎ 외화 송금에 필요한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 외화 송금 시 발생한 수수료로 인해 전형료 또는 등록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다시 송금해
야 합니다. 이럴 경우 수수료를 두 번 낼 수 있습니다. 첫 송금 시, 수수료를 생각하여 넉넉하게 송금하세요. 송금 전 송금금액
을 반드시 은행 직원과 경남대학교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시점) 이후에는 접수를 취소하거나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입시시행 기관의
과실 또는 기타 본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응시할 수 없다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전형료를
일부 혹은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외환계좌이체일 경우 수수료 차감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 불합격자는 전형료를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 전형료 60,000원 납부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면접평가 전형료 30,000원을 환불해줍니다.
단, 송금 및 환전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수수료 차감 이후 금액 환불)

7. 제출 서류
연번

제출 서류

비

고

1

입학지원서 [Form1]

2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Form2]

경남대학교 홈페이지www.kyungnam.ac.kr/global 에서 양식 다운로드

3

재정보증서 [Form3]

또는 global@kyungnam.ac.kr 담당자 이메일로 문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Form4]
*아래 2가지 서류 중 한 가지 서류 선택하여 제출
해외거주자는 반드시 2부 발급
(1부: 입학서류로 제출, 나머지 1부: 스스로 보관하고 있다가 비자 발급 시 사용)
① 아포스티유 인증을 하여 제출(아포스티유 가입국에 한함)
② 증명서에 한국어 또는 영문 공증을 하여,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최종 학력 증명서

(한국대학 졸업자는 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 없으며, 졸업증명서 제출필요)

5
☆중국 국적 학생 : 반드시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한 서류만 가능(영문발급)
中国学位与研究生教育信息网(http://www.cdgdc.edu.cn)
中国高等教育学生信息网(http://www.chsi.com.cn)
☞단, 졸업예정자등 학력인증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일부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졸업예정증명서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재외공관 영사공증서류도 가능,
이러한 학생은 졸업 후 졸업증 사본을 보완하여 제출해야함
6

성적증명서(최종학력)

7

가족관계확인서

*영문 성적표 제출(영문이 아닐 경우 영문 공증 필요)
*전 가족 호적부, 호구부 사본
*외국 정부기관 발행, 호적부→원본
☆중국 국적자: 호구부→사본

8

여권 사본

9

신분증 사본

※ 우즈베키스탄 국적 학생 : 반드시 해외용 여권제출
(또는 유효한 출국허가 ‘OVIR’를 발급 받은 여권)
전 가족의 국내 신분증 사본
① 재정보증인의(본인 또는 부모) 미화 $18,000 이상 은행잔고증명서
발급시점이 지원시점에서 3개월 이내인 증명서에 한함.
해외거주자는 반드시 2부 발급

10

재정보증서류 원본

(1부: 입학서류로 제출, 나머지 1부: 스스로 보관하고 있다가 비자 발급 시 사용)
②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③ 재정보증인의 소득증명서

11

증명사진

3X4cm, 2매, 배경은 흰색 바탕이여야 함.
*아래 3가지 서류 중 한 가지 서류 선택하여 제출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예체능, 이공계: 2급 이상)

12

어학능력 입증 자료 사본

② 영어능력시험 TOEFL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 이상 성적표
③ 본교 한국어 연수과정 수료증명서

13

외국인등록증 사본

14

폐결핵 검진확인서 원본

해당자에 한함(국내 체류 중인 지원자 제출)
한국 거주자: 한국 보건소에서 발행
국외 거주자: 병원에서 발행(영문서류 제출, 영문서류가 없을 경우, 영어 공증 필요)

8. 등록금 안내
∎모집 단위
대학

모집 단위

경영
법정
경영

역사어문학부(한국어문학전공, 역사학전공)
영중국제학부(영어학전공, 중국학전공)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무역물류학과, 경영학부
법학과, 행정학과, 경찰학과, 정치외교학과
관광학부

법정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문과

금액(원)
ㆍ입학금: 140,500
ㆍ수업료: 2,722,000
ㆍ합 계: 2,862,500
ㆍ입학금: 140,500
ㆍ수업료: 2,967,000
ㆍ합 계: 3,107,500

문과
경영
법정
건강과학
교양융합

문화콘텐츠학과
경영정보학과
경호보안학과
바이오융합부, 식품영양학과, 의류산업학과, 외식프랜차이즈학과
자유전공학부

ㆍ입학금: 140,500
ㆍ수업료: 3,211,000
ㆍ합 계: 3,351,500

건강과학

스포츠과학과

ㆍ입학금: 140,500
ㆍ수업료: 3,473,000
ㆍ합 계: 3,613,500

기계공학부,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나노신소재공학과
컴퓨터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건축학부, 토목공학과
공과

환경에너지공학과, 소방방재공학과,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ㆍ입학금: 140,500
ㆍ수업료: 3,750,000
ㆍ합 계: 3,890,500
ㆍ입학금: 140,500
ㆍ수업료: 3,869,000
ㆍ합 계: 4,009,500

산업디자인학과

※ 등록금은 2020학년도 1학기 기준이며, 학교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납부하는 금액임.
※ 최종합격자 발표 시, 등록금(학비) 금액 재 안내 예정임.
9. 장학금 지급기준
장학종별
외
국
인
신
·
편
입
학
장
학
외국인
성적우수
장학

수혜 내역

A급

ㆍ정규학기이내 수업료 50%
(입학금 면제)

B급

ㆍ외국인 신·편입생

ㆍ정규학기이내 수업료 50%

C급

ㆍTOPIK 4급 이상

ㆍ입학 해당학기 수업료 70%
(입학금 면제)

D급

ㆍTOEFL IBT 90
ㆍIELTS 6.5 이상

ㆍ입학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
(입학금 면제)

E급

ㆍTOEFL IBT 85
ㆍIELTS 6.0 이상

ㆍ입학 해당학기 수업료 70%
(입학금 면제)

F급

ㆍTOEFL IBT 80
ㆍIELTS 5.5 이상

ㆍ입학 해당학기 수업료 50%
(입학금 면제)

A급
B급
A급

외국인
TOPIK
우수장학

선발 기준
ㆍ자매학교 및 본교 한국어교육과정을
수료한 외국인 신·편입생

B급
C급

ㆍ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
4.0이상 ~ 4.5인자
ㆍ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
3.5이상 ~ 4.0미만인자
ㆍ입학시 취득한 TOPIK 성적에서
6급으로 상향된자
ㆍ입학시 취득한 TOPIK 성적에서
5급으로 상향된자
ㆍ입학시 취득한 TOPIK 성적에서
4급으로 상향된자

비고
ㆍ직전학기성적 평점평균 C0이상

ㆍ신입생에 한함

ㆍ신입생에 한함
ㆍ영어권국가 출신 제외

ㆍ해당학기 수업료 전액

ㆍ직전학기성적 평점평균 A0이상

ㆍ해당학기 수업료 70%

ㆍ직전학기성적 평점평균 B+이상

ㆍ해당학기 수업료 100%
ㆍ해당학기 수업료 80%

ㆍ직전학기성적 평점평균 C+이상
[재학중 1회에 한하여 신청함]

ㆍ해당학기 수업료 70%

※ 장학금의 지급 기준 및 수혜내역은 본교 장학규정 및 장학규정시행세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 외국인 학생 장학 지원 내용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료 지원(재학 중 3회, 1~2급: 17,500원 3급: 20,000원 4급~6급: 40,000원)
- 외국인 유학생 보험 가입비(6개월 90,000원) 지원(2021년 3월 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Global Buddy Program) 장학금 학기당 150,000원 지원(1년)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반 수강료 지원(한 학기 약 150,000원)
- 외국인 유학생 신입생 기숙사비 지원(방학 불포함, 편입생 미해당)
·TOPIK 4급 이상, TOEFL IBT 90 이상 IELTS 7.0 이상: 기숙사비 100% 2회 지원
·TOPIK 3급, TOEFL IBT 70 이상 IELTS 5.5 이상: 기숙사비 100% 1회 지원
11. 기타 외국인 학생 지원 내용
-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실시
- 외국인 유학생 상담 실시
- 신규 입학생 공항 픽업 서비스 지원(학교에서 공지한 시간과 부산공항에서만 가능)
- 외국인 유학생 전용 공동주방 제공
-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및 출입국 업무 지원
12. 지원자 유의사항
① 접수된 원서 및 전형료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원서접수 완료 후 기재사항 변경 불가
만약 모든 제출 서류가 구비되지 않으면, 입학지원이 진행될 수 없으며,‘표준입학허가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② 입학 지원서 및 제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함.
③ 원서의 허위기재, 전형 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고 입학을
한 재학생의 경우 학적 말소 조치를 함.
④ 서류 도착여부는 제출 서류 발송 후 약 7일 이후부터 전화, e-mail, Social Media 로 확인 가능하며, 우편 배달사고 등의 기
타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도착하지 못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리대학에서 책임지지 아니하므로 서류 제출
자는 서류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합격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⑥ 정부에서 사증발급이 거부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전형료를 제외한 등록금 등은 환불함. 수수료는 지원자 부담임.
⑦ 연락처 기재오류나 연락처 변경, 부재중으로 인한 연락두절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입학절차 동안 지원자의
Social Media로 연락할 것 이므로 반드시 입학담당자와 Social Media 친구추가 하세요.
⑧ 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입학전형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학사업무에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과
모집요강안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의미함.
⑨ 제출 서류에 이상이 있거나 미비한 경우 지원자에게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⑩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⑪ 언어구사능력 등이 열등하여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입학을 불허할 수 있음.(면접평가)
⑫ 지원자는 반드시 모집요강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입학지원 및 전형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이 정한 소정
의 전형절차를 따라야 함. 지원자의 착오 및 전형절차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⑬ 이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13. 문의(국제처)
- 주소: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7 경남대학교 창조관 1층 국제처
- 우편번호: 51767
- 전화번호: 82-55-249-2221
- 이 메 일: global@uok.ac.kr
- 홈페이지: www.kyungnam.ac.kr/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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庆 南 大 学

1. 招生名额与专业 (新生和插班生的招生学科名称不同)
∎招生名额: 各专业招生若干名(人数不限)
∎招生专业一览表
学院

招生专业(新生)

系列

招生学科

招生专业(插班生)
招生专业

历史语文学部 韩国语文学专业

文学院

人文
社会

历史语文学部 历史学专业
英中国际学部 英语学专业
英中国际学部 中国学专业
文化资讯与创作系
社会福利系
心理学系
社会学系
生物融合学部

健康科学
学院

自然
科学

ㆍ食品开发学专业
ㆍ生命工学专业
ㆍ化妆品科学专业

政法学院

人文
社会

人文
社会

经营学部

ㆍ经营学专业
ㆍ会计学专业

观光学部

ㆍ观光航空经营学专业
ㆍ酒店会展经营学专业

经营信息学系
法学系
行政学系
警察学系
政治外交学系
大众媒体学系
警护安保学科
机械工学系

工学院

教养融合
学院

工学

艺体能
自然
工学

电气工学系
电子工学系
纳米新素材工学系
计算机工学部 计算机工学专业
计算机工学部 软件专业
计算机工学部 情报保安专业
情报通信工学系
建筑学部
土木工学系
环境能源工学系
消防防灾工学系
造船海洋系统工程学系
产业设计系
自由专业学部

插班(三,四年级): 没有
插班(三年级): 식품영양생명학부
ㆍ식품영양학전공
ㆍ식품생명학전공
插班(四年级): 식품영양생명학과
左同
左同
插班(四年级): 没有
左同
左同

食品营养学系
体育科学系
服装产业学系
餐饮连锁学系
经济金融学系
国际贸易物流学系

经营学院

备注
插班(二年级): 한국어문학과
插班(三,四年级): 국어국문학과
插班(二,三,四年级): 역사학과
插班(二,三,四年级): 영어학과
插班(二,三,四年级): 중국학과
左同
左同
左同
左同

左同
插班(三,四年级): 관광학부
ㆍ관광경영학전공
ㆍ호텔경영학전공
左同
左同
左同
左同
插班(四年级): 국제관계학과
左同
左同

ㆍ机器人设计工学专业
ㆍ机械系统工学专业
ㆍ防御产业机械工学专业

左同
左同
左同
左同
插班(四年级): 컴퓨터공학과

ㆍ建筑工学专业

左同
左同
左同
插班(四年级): 도시환경공학과
左同
左同
左同
插班(四年级): 没有

※ 上述院系以外的其他院系，目前无招生计划。
※ 自由专业学部, 一年级末的时候仅可申请健康科学学院和工学院内的专业(但，护理学，物理治疗，产业设计不可选择)
※ 因本校招生专业变更,按插班学年招生专业名称不同, 申请插班者请参照表格,在填写入学申请书申请所编入专业
正确的学科名称,且务必用韩语填写。

2. 审查及入境程序
提交入学材料

☞

(交报名费)
„颁发标准入学通知书

‚审查入学材料

及面试（各部门以及学科）

☞

…申请签证(D-2-2)

☞

ƒ公布合格者
(交学费, 加入保险)

☞

†入国及入学

☞

3. 招生日程
区分

日程(一批申请)

日程(追加二批申请)

2020年5月18日(周一) ~ 5月29日(周五)

2020年6月29日(周一) ~ 7月3日(周五)

2020年6月8日(周一) ~ 6月26日(周五)

2020年7月6日(周一) ~ 7月17日(周五)

最终录取生发表

2020年7月13日(周一)

2020年7月31日(周五)

录取生缴纳学费

另行通知

另行通知

入学材料受理
(访问，邮寄)
材料审查
面试审查

备注

∎面试日期 : 另行通知
∎另行通知
∎公布录取生，
同时通知学费单

※ 仅限材料审查合格者进行面试, 面试合格者为最终合格者
→ 材料没有补齐，庆南大学韩国语学堂没有结业等因素都会导致影响最终的不合格
※ 遵守报名时间，过期不受理。
※ 审核内容不对外公布。
※ 申请者必须添加庆南大学负责人的社交软件Social Media(面试,合格者,学费支付通知用)
（未交材料，面试日程，合格者发表，学费交付等事项均将通过社交软件通知）
Kakaotalk or instagram or Wechat or Line or Facebook ☞ ID: vivakim0531
Telegram ☞ ID: +82-10-5751-1983

4. 申请对象及申报资格
∎ 申请对象
区分

资格要求

外国人

① 父母都是外国国籍的外国学生，国内、国外正规高中毕业生或应届毕业生

① 韩国语水平考试(TOPIK) 3级以上(艺术/理工系列: 2级以上)
: 但，提交第69届,第70届TOPIK应考证的学生,有条件参加材料及面试。
即使材料及面试录取合格,但未在入学前提交相关证明材料时,
将取消入学许可。
语言资格
② 英语能力考试 TOEFL iBT 71，IELTS 5.5, CEFR B2,
(4项中必须满足1项)
TEPS 600以上
③ 有以英语为母语的学生持有中等级教育或者高等教育的证明材料
（毕业证明书等）的话不需要通过英语能力考试便可入学。
④ 庆南大学韩国语学堂结业者(庆南大学韩语课程应届结业者可以申请
,但最后结业的时候，如果没有满足结业基准的话，取消入学)

备注

⭘外国人
⭘编外招生(人数不限)

☞ 外国人范围
①
②
③
④

不是韩国国籍者（按照护照上的国籍）
台湾籍的申报者，允许父母一方是外籍人。
多种国籍者或无国籍者不能申报。
父母离婚，再婚或死亡时，申报者需要提交出生证明等有关补充材料，如果父母国籍以及亲属关系
不明确，申报会有限制。

∎ 申请资格
区分

申报资格

一年级(新入学)

在韩国或国外，正规高中毕业或者即将毕业的学生

二年级(插班生)

在韩国或国外大学修满一年（两个学期）以上的学生

三年级(插班生)

在韩国或国外的大学修满二年（四个学期）以上的学生

四年级(插班生)

国外专科大学3年制毕业生或者即将毕业的学生, 国外专科大学的专业与本校专业一定要一致

5. 申请方法及选拨方法
∎申报方法
① 只能申报一个学科。
② 插班生申报者所选择专业不受原专业限制。(不包括4年级插班)

∎选拨方法
审查反映比率(%)
招生学科

选拔方法

选拔比率

1 step
2 step

材料审查

面试

100%

100%

-

100%

-

100%

上述所有学科

6. 报名费及学费交纳办法
- 报名费: ₩60,000（提交文件时一起交纳, 入学材料审查费30,000韩币，面试审查费30,000韩币）
- 学费: 仅限最终合格者交纳
- 缴纳报名费的账户
韩币(₩): 庆南银行 570-07-0018030 庆南大学校长
Swift Code: kynakr22
Address: 7 Kyungnamdaehak-ro, Masanhappo-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51767, Republic of Korea
- 海外汇款时所需要的手续费由申请人负担
- 海外汇款时所产生的手续费可能会导致报名费或学费交费不足。不足的金额再次汇款时, 需重新支付
手续费。因此，汇款前请考虑手续费, 充足汇款。汇款时请与银行职员及庆南大学老师商议。
- 材料申请结束后(申请费交纳后)如取消申请，报名费不退还。但, 由于不可抗力，入学机关的过失或
其他非本人责任的是由取消入学者，将适当返还一部或全部报名费。(海外汇款时因手续费金额会减少)
- 入学最终不合格者不能退还报名费。
- 缴纳60,000韩币报名费的学生中，如果有不通过材料审批的学生，我校退还面试审批费30,000韩币。
但，国际汇款及外汇手续费由本人承担.(→ 手续费扣除后多退少补)

7. 提交材料

编号

项

目

1

入学申请书[Form1]

2

自我介绍书及学业计划书[Form2]

3

承担留学经费保证书[Form3]

4

个人信息收集及使用同意书[Form4]

备

注

在庆南大学网站上下载申请表: www.kyungnam.ac.kr/global
或者向负责老师发送邮件咨询申请表：global@kyungnam.ac.kr

*下述2项中选1项提交
※ 海外居留者务必要准备两份
（一份报名时提交，一份自己保管，用于未来申请签证）
1. 海牙学历认证报告<apostille>
2. 将最终学历进行公证(英文或韩文翻译）+ 韩国领事馆的领事认证
5

最高学历证明

(在韩国大学毕业者不需要进行公证+领事认证，仅需提交毕业证明即可）
*中国国籍者: 通过以下网站申请学历认证报告：英文版
- 中国高等教育学生信息网(http://www.chsi.com.cn)（学信网）
- 中国学位与研究生教育信息网(http://www.cdgdc.edu.cn)
但，预毕业学生无法在上述网站开证明者，可以办理预毕业证明的领事认证。
这样的学生，在最终毕业后，必须提交最终毕业证的副本。

6

成绩证明(最终学历)

*需要英文版（如果不是英文版的话，需要英文公证）

*全家人的户口簿复印件
7

家属关系确认书

*外国政府机构发行户籍资料 → 原件
*中国国籍者: 户口本 → 复印件

8

护照 复印件

*乌兹别克斯坦国籍的学生：必须提交海外用护照副本(或OVIR签证)

9

身份证 复印件

本人及父母的身份证复印件
① 财政保证人(本人或父母)的 $18,000美金以上，冻结三个月以上存款证明。
※ 海外居留者务必要准备两份

10

财政保证资料 原件

（一份报名时提交，一份自己保管，用于未来申请签证）
② 财政保证人的在职证明
③ 财政保证人的收入证明

11

彩色照片

3X4cm, 3张，白底彩照
*下述3项中选1项提交
① 韩语能力考试(TOPIK)3级以上成绩证明书 (艺术,体育及理科: 2级以上)
② 英语能力考试成绩单(TOEFL iBT 71，IELTS 5.5, CEFR B2, TEPS 600以上)

12

语言能力证明书复印件

③ 庆南大学韩国语学院结业证
※参加第66届TOPIK考试(2019.10.20.考试)的报名者有条件报名及面试审查
：凭准考证可以进行有条件材料审查及面试。根据考试结果(2019.11.28.),我们最终判断录取
与否。

13

外国人登陆证复印件

仅限持有者提交(在韩国滞留中的申请者)

14

肺结核诊断书原件

韩国居住者：在韩国保健所申请。
国外居住者：在医院申请（需要英文版。如没有英文版，则需英文翻译公证）

8. 学费

学院

专业

学费(韩币)

经营
政法
经营

历史语文学部(韩国语文学专业, 历史学专业)
英中国际学部(英语学专业, 中国学专业)
社会福利系, 心理学系, 社会学系
经济金融系, 国际贸易物流学系, 经营学部
法学系, 行政系, 警察学部, 政治外交学系
观光学部

政法

大众媒体学系

文科

ㆍ注册费: 140,500
ㆍ学 费: 2,722,000
ㆍ合 计: 2,862,500
ㆍ注册费: 140,500
ㆍ学 费: 2,967,000
ㆍ合 计: 3,107,500

文科
经营
政法
健康科学
教养融合

文化资讯和创作系
经营信息学系
警护安保系
生物融合学部，食品营养学系, 服装产业学系, 餐饮连锁学系
自由专业学部

健康科学

体育科学系
机械工学系, 电气工学系, 电子工学系, 纳米新素材工学系,
计算机工学部, 情报通信工学系, 建筑学部, 土木工学系,
环境能源工学系, 消防防灾工学系, 造船海洋系统工程学系

工科

产业设计系

ㆍ注册费: 140,500
ㆍ学 费: 3,211,000
ㆍ合 计: 3,351,500
ㆍ注册费:
ㆍ学 费:
ㆍ合 计:
ㆍ注册费:
ㆍ学 费:
ㆍ合 计:
ㆍ注册费:
ㆍ学 费:
ㆍ合 计:

140,500
3,473,000
3,613,500
140,500
3,750,000
3,890,500
140,500
3,869,000
4,009,500

※ 上述学费是2020年春季学期的学费基准，根据学校政策可能有所变动。
※ 入学时只交纳一次注册费。
※ 公布最终合格者时，将重新通知学费金额。
9. 奖学金支付标准
奖学分类

选拔标准

受 惠 内 容

备 注

A级

∎姊妹学校的申请学生
∎正规学期内，学费减免50%
及庆南大学韩语课研修班结业的外国新生，插班生) （免注册费）

B级

∎外国留学生新生，插班生，专升本

∎在4年期间减免学费的50%

C级

∎TOPIK4级以上

∎入学学期减免学费的70%
（免注册费）

D级

∎TOEFL iBT 90
∎IELTS 6.5 以上

∎入学学期减免学费的100%
(免注册费）

E级

∎TOEFL iBT 85
∎IELTS 6.0 以上

∎入学学期减免学费的70%
(免注册费）

F级

∎TOEFL iBT 80
∎IELTS 5.5 以上

∎入学学期减免学费的50%
(免注册费）

A级

∎上学期平均成绩
4.0 ~ 4.5

∎下学期减免学费的100%

上学期平均成绩达到A0以上

B级

∎上学期平均成绩
3.5 ~ 3.9以上
(不含4.0)

∎下学期减免学费的70%

上学期平均成绩达到B+以上

外国人

A级

∎入学后在TOPIK考试中通过TOPIK6级

∎下学期减免学费的100%

TOPIK

B级

∎入学后在TOPIK考试中通过TOPIK5级

∎下学期减免学费的80%

C级

∎入学后在TOPIK考试中通过TOPIK4级

∎下学期减免学费的70%

外
国
人
新
▪
插
班
生
▪
专
升
本
奖
学
金
外国人
成绩
优秀
奖学金

优秀
奖学金

※ 奖学金根据本校规定支付，规定细则有时根据情况可能有所变更。

前学期成绩评分平均C0以上

仅限新生

仅限新生，
但以英语为母语的学生除外

上学期平均成绩达到C+以上
(在学中只能申请一次)

10. 外国人留学生其他奖学金
- 韩语能力考试(TOPIK)报名费支援(在学中可以申请3次, 1~2级: ₩17,500 3级: ₩20,000 4~6级: ₩40,000)
- 留学生保险费(6个月 9万韩币)支援
★从2021年3月开始，留学生本人需自费承担韩国国民健康保险费)
- 外国留学生一帮一项目（Global Buddy Program)，每学期15万韩币奖学金(支持一年)
- 韩语能力考试(TOPIK)准备班学费支援(一个学期大概15万韩币)
- 新生(一年级)入学者宿舍费支援(不包括插班生，不包括假期 )
·TOPIK 4级以上, TOEFL IBT 90以上 IELTS 7.0以上: 宿舍费100%支援，支援2次
·TOPIK 3级, TOEFL IBT 70以上 IELTS 5.5以上:

宿舍费100%，支援1次

11. 外国人留学生其他优惠
- 外国留学生旅行韩国和体验韩国文化项目等
- 外国留学生生活咨询
- 外国留学生机场接机服务(只能在学校通知的时间和釜山机场接机)
- 外国留学生专用厨房
- 帮助外国留学生的签证、出入境事情
12. 申报者注意事项
① 已提交的申请材料以及报考费一切不退还, 不能更改所记内容。
如果申报者的材料不完整，则入学申请无法进行，也不能颁发'标准入学通知书'。
② 入学申请书以及提交资料必须用韩国语或英文填写。
③ 如果填报志愿书虚假，伪造材料等非法入学时，取消合格或入学。如果是在校生，注销其学籍。
④ 资料准时到达与否可在邮寄之日起，7天之后通过电话、电子邮件、微信可以咨询, 邮件投递事故等其它理由未能按时到达
所发生的损失本校不负责。因此，报考者必须确认资料到达与否。
⑤ 接到合格通知者，规定时间内未交纳学费时，取消录取资格。
⑥ 政府拒绝颁发签证时，取消录取资格。除报名费，退回学费。申请者需要负担银行手续费。
⑦ 错记或者更改联系电话或因不在等失去联络所发生的损失不负责。我们在入学申请期间会通过微信联系，所以请加一下
入学负责老师的微信。
⑧ 提交材料意味着申报者同意本校为招生业务或学校业务使用申报者的个人信息，同时意味着熟知所有招生简章的内容。
⑨ 填错申请材料或未提交附加材料时，与申报者联系，如果无法联系或未能联系，将取消录取资格，后果自负。
⑩ 以申报者材料无法确定许可时，需要提交附加材料。
⑪ 韩国语能力不符合要求者，拒绝入本校。(面试审查)
⑫ 申报者必须彻底熟知本校招生简章内容，在入学申报内容及招生日程上不得有误，遵守本校指定的招生制度。
如果申报者发生差错，后果自负。
⑬ 招生简章里没有标明的事项，依照学校规章制度受理。

13. 咨询处(国际处)
- 地址: 韩国庆尚南道唱原市马山合浦区庆南大学路7庆南大学创造馆一楼国际处
- 邮编: 51767
- 电话: +82-55-249-2221
- 邮箱: global@uok.ac.kr
- 国际处主页: www.kyungnam.ac.kr/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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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eld of Study (The Admission unit for Freshman and Transfer student are different.)
College

Admission Unit

Field

Freshma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Liberal Arts

Health
Sciences

Business

Liberal Arts

Natural
Science

Liberal Arts

History
English
Chinese
Cultural Contents
Social Welfare
Psychology
Sociology
Bio-convergence
ㆍFood Development
ㆍBiotechnology
ㆍCosmetics Science
Food and Nutrition
Sport Science
Clothing Industry
Food Franchise
Economics and Finance
International Trade and Logistics
Business Administration
ㆍBusiness Administration
ㆍAccounting
Tourism Studies
ㆍTourism and Airline Management
ㆍHotel and Convention Management

Law and
Politics

Engineering

General
Education

Liberal Arts

Engineering

Arts
Natural
Science,
Engineering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Law
Public Administration
Police Science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edia and Communication
Security Science
Mechanical Engineering
ㆍMechanical and Robotic Design
Engineering
ㆍMechanical System Engineering
ㆍMechanical Engineering for Defence
Industry
Electrical Engineering
Electronic Engineering
Nano Science and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Computer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Software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Information Securit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Architecture
ㆍArchitectural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Environmental Energy Engineering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Engineering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System
Engineering
Industrial Design
Liberal Studies

Transfer student
Transfer(2): 한국어문학과
Transfer(3,4): 국어국문학과
Transfer(2,3,4): 역사학과
Transfer(2,3,4): 영어학과
Transfer(2,3,4): 중국학과
same as
same as
same as
same as

left
left
left
left

Transfer(3,4): Not applicable
Transfer(3): 식품영양생명학부
ㆍ식품영양학전공
ㆍ식품생명학전공
Transfer(4): 식품영양생명학과
same as left
same as left
Transfer(4): Not applicable
same as left
same as left
same as left
Transfer(3,4): 관광학부
ㆍ관광경영학전공
ㆍ호텔경영학전공
same as left
same as left
same as left
same as left
Transfer(4): 국제관계학과
same as left
same as left

same as left

same as left
same as left
same as left

Transfer(4): 컴퓨터공학과

same as left
same as left
same as left
Transfer(4): 도시환경공학과
same as left
same as left
same as left
Transfer(4): Not applicable

※ Except above admission unit, no admission is planned
※ Students enrolled Liberal Studies can choose a major from College of Engineering or College of
Health Sciences at the end of 1st year. (Except Nursing, Physical Therapy, Industrial Design)
※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admission unit of this school, the admission units are vary according to the transferred
grade. After referring to the table above, applicants must select the name of the department and fill out the full
application name in Korean when filling out the application form.

2. Application Process
Submitting of
Application
(Paying Application Fee)

☞

‚Screening of
Application
Documents & Interview

☞

ƒNotifying of Result
(Paying Tuition Fee,
Insuring)

„Issuing Certificate of
Admission

☞

…Issuing Visa
(D-2-2)

☞

⑥Entry to Korea and
Admission

☞

3. Application Procedure
Date

Date

(1st application)

(2nd application)

Application Form
Submission (In person/ by post)

May 18, 2020
~ May 29, 2020

Jun. 29, 2020
~ Jul. 3, 2020

Document Screening &
Interview

Jun. 8, 2020
~ Jun. 26, 2020

Jul. 6, 2020
~ Jul. 17, 2020

Jul. 13, 2020

Jul. 31, 2020

Will be informed when
acceptance announced

Will be informed when
acceptance announced

Content

Announcement of
Final Successful Applicants
Deadline of Fee payment

Note

∎Interview Date: Will be announced
individually
∎Will be announced individually
Will be informed when acceptance announced

※ Candidates who have passed the paper screening only can get interview and candidates who passed
interview are final successful candidates.
→If applicants fail to submit final documents or complete the KU’s Korean language course, the
admission may be cancelled.
※ Unable to accept outside of the application period.
※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selection process is not disclosed.
※ Applicants must add Social Media account
(Missing documents, interview Schedule, successful applicant list, tuition payment etc. will be noticed)
Kakaotalk or instagram or Wechat or Line or Facebook ☞ ID: vivakim0531
Telegram ☞ ID: +82-10-5751-1983
4. Application Eligibility
Application Eligibility
Foreigner

Language
qualifications
(1 of 4 must
be selected)

☞
①
②
③
④

① Both parents must be international Nationals. The applicant will graduate
or has graduated from a high school within Korea or abroad
① Applicants must have TOPIK level 3 or higher (Art, Science or engineering applicants
require TOPIK level 2 or higher)
: Yet, those who submit a receipt for the 66th and 67th TOPIK application are
conditionally subject to the document screening and interview.
If you do not submit the relevant certificate before admission, even if you pass ⭘ Foreigner
the examination for documents and interviews, your admission will be cancelled.
⭘ No Quota
② Applicants must have TOEFL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 or higher
(no limit in number)
③ Upon school admission, those students with nationalities from English speaking
countries are required to submit high school diploma only, and are exempt from
having to submit English proficiency scores.
④ Those who have received the Certificate of Kyungnam University Korean Language
Program(KUKLP) (Applicants who are expected to graduate from Kyungnam
University(KU) Korean language school are eligible for application, but the application
will be canceled if they do not meet the criteria for completion.)

Criteria of Foreigner
A person who does not have Korean nationality(based on the passport)
A person whose mother or father is Taiwanese Chinese
A dual nationality holder is not regarded as a foreigner
In case of applicant parents divorce, remarriage, death : Additional document must be submitted.
(ex: Birth certificate)
If we can’t check parent’s nationality and Family Relation, Applicant can not apply

∎ Eligibility
Freshmen

A person who has completed(or is expected to complete) a high school education at a comparable and equivalent
level to that which is provided in Korea

2nd Year
Transfer

Those who have completed the first year at a 4-year university program

3rd Year
Transfer

Those who have completed the second year at a 4-year university program.

4th Year
Transfer

Those who have graduated(or are expected to graduate) from a 3-year college in applicants's country.
It must be same major with 3-year college in applicants's Country and Kyungnam Univ.

5. Application & Screening Method
∎ How to apply
① The colleges and the majors are limited to singular applying, and multiple application is prohibited.
② You can apply regardless of previous department or major.(Except for 4th Year Transfer)

∎ Screening Method
Rate of Selection(%)
Selection Factor

Method of Selection

Rate of Selection

1 step
2 step

Screening of Documents

Interview

100%

100%

-

100%

-

100%

All Selection Factor

6. Application Fee & Tuition Fee Payment
- Application Fee ₩60,000 Must pay when submitting documents.
※ Application Fee for Document Screening ₩30,000, Interview ₩30,000
- Tuition Fee: Final successful candidates only
- Bank Account Information
KRW(₩): 경남은행 570-07-0018030 경남대학교 총장
UDS($): KYONGNAMBANK 570-JSD-000045 President of Kyungnam University
Swift Code: kynakr22
Address: 7 Kyungnamdaehak-ro, Masanhappo-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51767, Republic of Korea
- Applicants are responsible for the commission charge for the transfer.
- There may be a shortage of application fee or tuition fee due to the commission charge for the transfer, etc.
The deficit must be remitted, in which case the fee may be paid more than once. It is necessary to transfer
the money in consideration of the commission fee. You must contact the bank officer and Kyungnam
University staff before transferring the remittance (the remaining balance will be returned)
- Applications can not be canceled or refunded after the completion of the application (at the time of payment
of the application fee). However, if the Admissions Control Committee determines that the applicant can not
take the necessary steps due to natural disasters, negligence of the admission agency, or other reasons not
attributable to the applicant, the admission fee may be partially or fully refunded. (In case of international
transfer, there may be deduction of commission charge)
- Those who fail the admission process are not eligible for a refund of the Application Fee.
- Among the students who paid the admission fee of 60000 won, If you fail to pass the document screening, you
will be refunded 30,000 won for the interview evaluation fee.
- The fee for remittance and exchange is covered by the applicant.

7. Required Documents
No.

Documents

1

Application Form [Form1]

2

Self-introduction
and study plan [Form2]

3

Affidavit of Support [Form3]

4

Written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orm4]

Note

Download form from Kyungnam University website www.kyungnam.ac.kr/global
Or Contact us by email “global@kyungnam.ac.kr”

Select one of the two documents below and submit it.
※ Two copies must be issued.(overseas resident)
(One copy: submission, another copy: Keep it on your own and use it for visa
issuance)
1 Submit after certification of Apostille (Apostille member countries only)
2 Certified in Korean or English, and confirmed by the Korean Consulate
Verification of educational
5

background
(highest level of education)

(Korean university graduates do not need notarization and consular confirmation. They
need to submit graduation certificate)
*Chinese national Students: Only documents issued by the following site are available
(English-issued)
中国学位与研究生教育信息网 (http://www.cdgdc.edu.cn)
中国高等教育学生信息网 (http://www.chsi.com.cn)
However, if not possible to certify educational backgrounds, such as those scheduled for
graduation, systemic problem for residents in some areas, ,exceptionally, consular
documents of overseas can be accepted with graduation scheduled certificates.
These students must submit a copy of their diploma after graduation

6

Official transcript
(Final Education)

7

Verification of Family
Relation

8

Photo copy of passport

Applicants of Uzbek nationality: a passport should be submitted for overseas use (or a
passport issued with a valid exit permit 'OVIR')

9

Copy of ID card

All Family members

10

Financial requirement

① Original copy of bank statement from sponsor showing at least USD 18,000
Only the certificate with issuance date less than 3 months from the time of
application. ※ Two copies must be issued.(overseas resident)
(one copy: Submission, another copy: Keep it on your own and use it for visa issuance)
② Employment certificate from financial guarantor
③ Certificate of income from financial guarantor

11

Photo

3X4cm, 3 pieces, White background

*Transcript must be English version(If this is not English, you need an English notary)
Issued by foreign government
Certificate of Family registry

Please submit ONE of following three options:
① TOPIK Transcript Level 3 or higher
(Arts, Music Physical Educ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College:
TOPIK Transcript level 2 or higher)
12

Certificate of language

② TOEFL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 or higher
③ Certificate of Kyungnam University Korean Language Program.
※Reviews conditional documents and interviews for prospective applicants when they take
the 66th TOPIK exam (2019.10.20.）
: You can examine conditional documents and interviews with your test receipt. Based on
the test results (2019.11.28), we will determine whether we have passed the final exam.

13

Copy of Alien Registration
Card

14

Certificate of Tuberculosis
Health

If applicable
Residents in Korea: issued by Korea Health Center
Residents outside Korea: issued by the hospital (must be notarized in English)

8. Tuition Fee
College

Liberal Arts

Business

Law and Politics

Business

Law and Politics
Liberal Arts
Business
Law and Politics

Health Science

Applicable division

Fee(KRW)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istory, English, Chinese
Social Welfare, Psychology, Sociology
ㆍAdmission fee:
ㆍTuition:
Economics and Finance, International Trade and Logistics, Business Administration
ㆍTotal:

140,500
2,722,000
2,862,500

Law, Public Administration, Police Science,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ourism Studies

Media and Communication

ㆍAdmission fee:
ㆍTuition:
ㆍTotal:

140,500
2,967,000
3,107,500

ㆍAdmission fee:
ㆍTuition:
ㆍTotal:

140,500
3,211,000
3,351,500

Cultural Content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Science

Bio-convergence, Food and Nutrition, Clothing Industry,

Food Franchise

General Education

Liberal Studies

Health Science

Sport Science

ㆍAdmission fee:
ㆍTuition:
ㆍTotal:

140,500
3,473,000
3,613,500

Mechanical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Electronic Engineering, Nano Science and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Architecture, Civil Engineering,
Environmental Energy Engineering,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Engineering,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System Engineering

ㆍAdmission fee:
ㆍTuition:
ㆍTotal:

140,500
3,750,000
3,890,500

Industrial Design

ㆍAdmission fee:
ㆍTuition:
ㆍTotal:

140,500
3,869,000
4,009,500

Engineering

※ Based on 2020 Spring Semester tuition fee, it may be changed according to school regulation
change.
※ Admission Fee only needs to be paid once.
※ Tuition fee will be re-announced at the final candidate announcement.

9. Scholarship
Scholarship

Eligibility
ㆍstudents

A

B
International
Student
NewㆍTransfer
Admission
Scholarship

C

D

E

F
International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Scholarship

A

B

A
International
Student Topik
Scholarship

B
C

who

have

Benefit
completed

a

Korean language course at Kyungnam
University or partner university
ㆍAll International Admission
(Freshmen and Transferred Students)

ㆍReduction

ㆍIELTS 6.5 above
ㆍTOEFL IBT 85
ㆍIELTS 6.0 above
ㆍTOEFL IBT 80

4.0 ~ 4.5
ㆍGPA of previous semester
3.5 ~ 4.0
ㆍAfter admission, upgrade TOPIK level
to Level 6
ㆍAfter admission, upgrade TOPIK level
to Level 5
ㆍAfter admission, upgrade TOPIK level
to Level 4

of

tuition

fee

+

ㆍLast

year
ㆍReduction of 70% of tuition fee(The
semester of admission) + omission

semester

grade

average C0 and higher

ㆍReduction of 50% of tuition fee for four

only

*Only available for
freshman admission

of admission fee
ㆍReduction of 100% of tuition fee(The
semester of admission) + omission
of admission fee
ㆍReduction of 70% of tuition fee(The
semester of admission) + omission

ㆍEligible for Freshmen
only
ㆍNot eligible for

of admission fee
ㆍReduction of 50% of tuition fee(The

students from English
Speaking Countries

semester of admission) + omission

ㆍIELTS 5.5 above
ㆍGPA of previous semester

50%

omission of admission fee

ㆍTOPIK Level 4 above

ㆍTOEFL IBT 90

of

Remarks

of admission fee
ㆍPrevious semester
ㆍReduction of 100% of tuition fee

average grade A0 and
above
ㆍPrevious semester

ㆍReduction of 70% of tuition fee

ㆍReduction of 100% of tuition fee

average grade B+ and
above
ㆍPrevious semester
average grade 2.5 and
above

ㆍReduction of 80% of tuition fee

[Available to individual
ㆍReduction of 70% of tuition fee

enrolled

student

only

once]

※ Based on regulation of scholarship, the eligibility and benefit of scholarship may be changed.
10.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Scholarship Support
- Support application fee for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total three times, Grade 1 to 2: ₩17,500, Grade 3: ₩20,000, Grade 4~6: ₩40,000)
- Support for insurance for international students: ₩90,000 per half a year (International students have to
pa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rom March 2021.)
- ₩200,000 scholarship per semester for the Global Buddy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1 year)

- Support tuition for 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preparation class (approximately ₩150,000
per semester)
- Dormitory Scholarship for Freshman(no vacation included, transfer students excluded)
·TOPIK 4 or higher certificate : Approximately ₩1,200,000 dormitory fee for 2 semester
·TOPIK 3 certificate : Approximately ₩600,000 on dormitory fee for 1 semester
·TOEFL IBT 90, IELTS 7.0 above: Approximately ₩1,200,000 dormitory fee for 2 semester
·TOEFL IBT 70, IELTS 5.5 above: Approximately ₩600,000 on dormitory fee for 1 semester

11.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Support Programs
- Conducting cultural experienc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 Conduct counseling for international students
- Support for airport pick-up service for new students (only available at Busan Airport during the time
notified by the school)
- Provide kitchen exclusively for international students
- Support for visa and immigr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12. Important Notes
① Already submitted application and fee are nonreturnable and details cannot be amended or cancelled.
If all required documents are not supplied, your application will not be processed and ‘Certificate
of Admission’ will not be issued.
② Application form and required documents must be provided in Korean or English.
③ If false and/or counterfeit documents are found at anytime to have been submitted, your right to study will be
cancelled
④ You should check the arrival of your application and supporting documents through email or by phone or Social
Media 7 days after they have been submitted or sent. If your documents have not arrived, the school will not
be held responsible for any lost or damaged documents. It is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applicant to ensure
the safe arrival of the documents.
⑤ Successful applicants must pay the required fees by the due date or the admittance decision will be rescinded.
(The fee is paid by the applicant)
⑥ If your visa is denied your admittance will be cancelled and tuition fees will be refunded except administration
and test fees. The bank transfer fee is your responsibility.
⑦ If the contact details provided are incorrect or the applicant cannot be reached, the school will not take
responsiblity. The school will contact the applicant by Social Media during the admission process, so please add
Social Media with staff who in charge of Admission work.

⑧ By submitting your application, you agree that all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school may be used
for the application process and school administration and also agree that you are well-acquainted with all
information of the application guideline.
⑨ If the submission documents are faulty or insufficient, the school may contact the applicant for confirmation. If
contact with applicants is lost, they may be excluded from the applicant list and no further request can be
made to the disadvantage resulting from this.
⑩ When additional documents are required for verification, the applicant should do so.
⑪ KU may disapprove the admission of applicant whose language level is insufficient. during the interview.
⑫ Applicant should be aware of all the contents of application procedure. Applicants are responsible for all the
disadvantage caused by applicant's error.
⑬ Other details regarding application, process and review will be determine according to the regulation of KU.

13. Contact information(Office of International Services)
- Address : Office of International Services, ChangjoGwan Building 1st fl. Kyungnam University,
7 Kyungnamdaehak-ro, Masanhappo-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51767
- Telephone : 82-55-249-2221
- e-mail : global@uok.ac.kr
- web-site : www.kyungnam.ac.kr/global

MEMO

1. 정문

14. 생활과학관

28. IC수위실

42. 평생교육관

2. 정문 게시판

15. 제3공학관

29. 한마미래관

43. 창조관

3. 정문 수위실

16. 산학협력관

30. 체육관

4. 월영지

17. 제1자연관

31. 제1한마생활관

5. 한마상

18. 제4공학관

32. 제2한마생활관

6. 10·18광장

19. 제2자연관

33. 제3한마생활관

7. 국제교육관

20. 교육관

34. 문무관

8. 본관

21. 제2경영관

35. 후문

9. 대운동장

22. 중앙도서관

36. 디자인관

10. 고운관

23. 법정관

37. 화영운동장

11. 제1공학관

24. 테니스장

38. 조소실A

12. 팔각정

25. 제1경영관

39. 조소실B

13. 제2공학관

26. 한마관

40. 예술관

27. 산복도로 진입로

41. 고시원

주소: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월영동) 경남대학교 창조관1층 국제처(51767)
Address: Office of International Services Kyungnam University 7 Kyungnamdaehak-ro, Masanhappo-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51767, Republic of Korea
地址: 韩国 庆尚南道 昌原市 马山合浦区 庆南大学路 7(月影洞) 庆南大学 创造馆1楼 国际处(51767)
Tel : 82-55-249-2221

E-mail : global@uo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