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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 모집단위
Fields of Study
계 열
Field

인문사회
Liberal Arts

기독교학부
Christian Studies

신학트랙
기독교교육학트랙
기독교상담학트랙
음악목회학트랙

Theology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Counseling
Ministry of Music

인문사회
Liberal Arts

사회복지학부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트랙
청소년복지학트랙
노인복지학트랙

Social Welfare
Youth Welfare
Elderly Welfare

인문사회
Liberal Arts

휴먼재활학부
Human Rehabilitation

재활학트랙
수어통역교육전공

Rehabilitation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Education

글로컬사회과학부
Glocal Social Science

경영학과
경찰행정학과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글로벌비서학과
아동학과
항공호텔관광경영학과

Business Administration
Police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Finance & Realestate
Global Secretarial Administration
Child Studies
Flight, Hotel, and Tourism Management

인문사회
Liberal Arts

인문사회
Liberal Arts

글로벌비즈니스학부
Global Business

자연과학
Natural Science

방송·영상콘텐츠학부
Broadcasting Video Content

자연과학
Natural Science

IT인공지능학부
IT·AI

자연과학
Natural Science
인문사회
Liberal Arts
자연과학
Natural Science
인문사회
Liberal Arts
인문사회
Liberal Arts

02

모집단위
Faculty/Departments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IBM taught in English)

방송미디어트랙
시각영상디자인트랙

Broadcast and Media
Visual Image Design

정보통신보안트랙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curity
멀티미디어콘텐츠트랙 Multimedia Content
인공지능소프트웨어트랙 AI Software
간호학과
Nursing
(간호교육 인증평가 인증대학) (Nursing Education Accredited University)

보건의료재활치료학부
Health, Medical,
Rehabilitation

특수교육학부
Special Education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임상병리학과
언어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Physical Therapy
Emergency Medical Service & Rescue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Communication Disorders
Counseling Psychology

재활의료공학과

Rehabilitation Convergence Technology

유아특수교육과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브리지학부 Bresee School

예체능
Arts and
Physical Fitness

재활스포츠학부
Rehabilitation Sports

예체능
Arts and
Physical Fitness

예술체육학부
Arts and Physical Fitness

Secondary Special Education
Division of Bresee

특수체육학트랙
스포츠재활트랙

음악학과

Special Education

Adapted Physical Activity
Sport Rehabilitation

실용음악트랙 Contemporary Music
피아노트랙
Piano
Orchestra
관현악트랙

태권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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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 전형일정
Schedule
과 정
Process

날 짜
1학기 Spring Semester

날 짜
2학기 Fall Semester

비 고
Note

지원 서류 접수 및
제출
Application
Submission

2021년 11월 8일(월) ~
2022년 1월 7일(금)
Nov 8(Mon), 2021 ~
Jan 7(Fri), 2022

2022년 6월 1일(수) ~
2022년 7월 15일(금)
Jun 1(Wed), 2022 ~
Jul 15(Fri), 2022

방문 또는

2021년 12월 1일(수) ~

2022년 7월 1일(금) ~

대면 또는

2022년 1월 7일(금)

2022년 7월 15일(금)

Dec 1(Wed), 2021 ~

Jul 1(Fri), 2022 ~

Jan 7(Fri), 2022

Jul 15(Fri), 2022

인터넷 화상 면접
Face-to-face or
internet video interview

면접고사
Interview

전형일자
Date of
Admission Screening

우편접수
Submit in
person or by mail

2021년 11월 8일(월) ~

2022년 6월 1일(수) ~

2022년 1월 28일(금)

2022년 7월 29일(금)

Nov 8(Mon), 2021 ~

Jun 1(Wed), 2022 ~

Jan 28(Fri), 2022

Jul 29(Fri), 2022

2022년 1월 28일(금) 이전

2022년 7월 29일(금) 이전

이메일 연락

Before Jan 28(Fri), 2022

Before Jul 29(Fri), 2022

By E-mail

합격자 발표 및
등록금 납부
Notification of
Admission and
Registration
(Tuition Payment)

표준입학허가서 교부
Certificate of
Admission

개 강
Class Begins
오리엔테이션
Orientation

등록금 납부 확인 후 발급

등록금 납부 확인 후 발급

Issue certificate of admission

Issue certificate of admission

after tuition payment

after tuition payment

2022년 3월 2일(수)

2022년 8월 29일(월)

Mar 2(Wed), 2022

Aug 29(Mon), 2022

개강 2주차

개강 2주차
Second Week of Semester
(tentative)

Second Week of Semester
(tentative)

이메일 연락
By E-mail

-

추후통지
To be announced

※ 상기 일정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 될 수 있음 The admission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 본교 등록금 납부 계좌
- 은행명 Bank Name : 기업은행 (IBK, Industrial Bank of Korea) - 계좌번호 Account No : 569-000001-04-081
- Swift Code: IBKOKRSE
- Bank Address : Wolbongro 48, Cheonan City, Chungnam, South Korea. Zip: 31172
- Beneficiary Name : Korea Nazarene University
- Tel: 82-41-572-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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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 입학절차
Admission Process

1
2
3
4
5
6
7
8
9

지원서 접수(Application Submission)
- 방문 또는 우편접수(Submit in person or by mail)

서류제출(Document Submission)
- Required Admission Documents

서류심사(Document Screening)
면접고사(Interview)
- 대면 또는 인터넷 화상 면접(Face-to-face or internet video interview)

합격자 발표(Notification of Admission)
- 이메일 연락(By E-mail)

등록금 납부(Tuition Payment)
표준입학허가서 발급(Issuance of Certificate of Admission)
개강(Class Begins)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입학지원서 접수

서류제출

서류심사

Application
Submission

Document
Submission

Document
Screening

등록금 납부

합격자 발표

Tuition
Payment

Notification
of Admission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Issuance of
Certificate of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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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고사
Interview

개강

오리엔테이션

Class Begins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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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 지원자격
Eligibility
1. [국적요건] 부모가 모두 외국인
2. [학력요건_신입학] 국내외 고등학교 교육과정 졸업(예정)자 이상
※ 편입학 : 국내외 대학에서 일정기간 수학한 자 (2학기 이상)
3. [어학요건]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 3급 이상 입학,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
2) 영어능력시험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NEW TEPS 326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민간영어능력 평가시험, 졸업기준 없음(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 서류로 영어 능력 시험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 가능)
3) 예체능계열 :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이수, 졸업 전까지 토픽 3급 이상 취득 조건
4) 국내외 한국어과정 1년 이상 수료자 : KNU 주관 토픽 시험 3급 이상 점수 취득, 졸업 전까지 토픽 4급 이상 취득
(영어전용트랙: 영어능력시험 기준 점수 취득)

※ 순수외국인 학부 신입학 전형 지원 자격 제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 불가)
가. 이중(다중) 국적자 중 한국 국적 소지자는 순수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부모포함)
나. 중학교 취학 이후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순수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 외국 시민권 취득(지원자 본인 및 부모)일로부터 지원일 현재 2년 미만 경과한 자는 순수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라.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기준(우리나라 학제로 환산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1. [Nationality Requirement] Applicant and both parents must be non-Korean citizens.
2. [Academic Requirement for Freshman] Applicant must have completed or expects to complet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t the time
of application.
※ Transfer : Those who have studi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a college/university either internationally or domestically (two semesters or
above)
3. [Language Proficiency]
1)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Applicants must submit a certificate of TOPIK Level 3 or above, acquisition of Level 4 or above
before graduation is required.
2) The English Proficiency Test: TOEFL 530 (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 (NEW TEPS 326), or equivalent scores is required.
No graduation criteria. (Foreign Students that uses English as their mother tongue or the medium official language is English will be
admitted without the English proficiency test criteria with the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secondary or higher education)
3) Arts and Physical Fitness Department: The student must complete more than 300 hour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one year after
admission and should pass the TOPIK Level 3 and above before the graduation.
4) Those who have completed at least one year of Korean language course in Korea or overseas: Students must obtain KNU TOPIK test level 3
or above before admission. And before the graduation, official TOPIK level 4 or above. (English track: Students should be equipped with the
English proficiency test)

※ Applicant will not be considered eligible for admission if any of the following apply :
1) Hold dual citizenship, one of which is Korean. (Including his/her parents.)
2) Korean students adopted by non-Korean parents after entering middle school.
3) Applicant or the parents obtained current non-Korean citizenship less than 2 years prior to application.
4) Unsatisfactory with foreign Elementary · middle · high school graduation approval standard (standard applied to Korea School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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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_ 제출서류
Required Admission Documents
※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Documents should be either in Korean and English.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Submitted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서류명
Documents

신·편입생 제출시 체크
Freshman Transfer Please check

참고사항
Additional Notes

1. [서식1] 입학지원서
[Form1] Application for Admission

○

-

2. [서식2] 학업계획서
[Form2] Study Plan

○

-

3. [서식3] 재정보증서
[Form3] Financial Affidavit

○

-

4. [서식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Form4] Consent to Obtain Personal Information

○

-

5. 은행 잔고증명서 Bank Balance Certificate
- 학부 Undergraduate : Above USD 18,000

○

6. 최종학력(대학,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영어)
Highest level of education (College/University,
high school) graduation certificate and
transcript (English)
편입생일 경우 전적대학 졸업(수료,재학)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영어)
Transfer Student: Diploma(or completion
certificate or enrollment certificate) and
transcript of previously attended university
(English)

○

·본인과 부모 명의만 가능
(Applicant or Parents only)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Certificate of graduation
or diploma & Transcript must be
verified by the Korean Consulate or
Apostille Verified
·중국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증명서만 가능(www.chsi.com.cn)

7. 본인 여권 사본
A copy of your passport

○

-

8. 재정보증인(부모) 신분증 사본
A copy of identification card of sponsor(parents)

○

-

9.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생, 부모의 관계증명서(영어)
A legal, state-issued certificate of family
registry(birth certificate), which verifies applicant's
family relationship (English)

10. 재정보증인(부모)의 재직증명서(영어)
Certificate of employment of your sponsor
(parents) (English)
11.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시험 증명서 원본 TOPIK
3급 이상 또는 TOEFL iBT 71, IELTS 5.5 또는
TEPS 600점 이상
Original Certificate of language proficiency test Above
TOPIK level 3 or TOEFL iBT 71, IELTS 5.5 and TEPS 600

12. 사진 1매 (3.5x4.5)
One passport size photo

06

○

·중국 : 호구부 (호구부가 분리된 경우
친족관계증명 공증서 1부)

○

·중국 : 영업직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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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_ 외국인특례입학
Special Admiss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1. [지원대상]
1) KNU 자매대학 총장(학장) 추천자(대학별 1명)
2) 아시아권 등 개발도상 해당지역 한국 나사렛교단 파송 선교사로부터 추천된 자
3) KNU 건학이념에 맞게 세계선교를 목적으로 해당지역 파송 나사렛국제선교사로부터 추천된 자
4) 본교 총장 추천자
2. [심사기준]
KNU 내부 기준에 의해 선발
3. [의무사항]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3년내에 취득
2) 나사렛교단 교회 출석
3) 국제교류본부 각종 프로그램 참석
4) 학기당 주 8시간이내 근로(국제교류본부 관리)
1. [Applicant]
1) Recommendee by a KNU sister universities’ president (one applicant on each)
2) Recommendee by a Nazarene Korean missionary in Asia or developing countries
3) Recommendee by a Nazarene International missionary in relevant region for the purpose of World mission under
KNU founding philosophy
4) Recommendee by the KNU President
2. [Examination Criteria]
Students will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KNU policy and regulation.
3. [Obligation]
1) Students are required to take Topik 4 or above within 3 years
2) Students are required to attend Nazarene church
3) Students a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KNU special programs provided by International office.
4) Students are required to work 8 hours per week during the regular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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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_ 학비(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
Tuition
USD1 = KRW 1,176

구 분
Category

한국학생
Korean Students

외국학생 (30% 감면기준) 예시
International Students (30% waiver reference)

학 비
Tuition

학 비
Tuition

인문사회
계열

인문사회계열
Liberal Arts

KRW 3,290,000
(USD 2,796)

KRW 2,303,000
(USD 1,957)

Liberal
Arts

특성화
Specialization

KRW 4,180,000
(USD 3,553)

KRW 2,926,000
(USD 2,487)

자연과학계열 Natural Science

KRW 3,900,000
(USD 3,315)

KRW 2,730,000
(USD 2,320)

보건계열 Health & Medical

KRW 4,200,000
(USD 3,570)

KRW 2,940,000
(USD 2,499)

체육계열 Physical Fitness

KRW 3,900,000
(USD 3,315)

KRW 2,730,000
(USD 2,320)

예능계열 Arts

KRW 4,200,000
(USD 3,570)

KRW 2,940,000
(USD 2,499)

예체능
계열
Arts and
Physical
Fitness

※ 2022년 3월 기준. March 2022, subject to change
※ 위 표의 외국학생 학비는 30% 감면된 금액을 기준으로 명기한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아래 『외국학생 장학금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학생의 어학성적, 학과 자체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All tuition discounted by 30% is for your reference, the exact tuition discounted will be changed on language proficiency,
department evaluation according to the [Scholarship for International Student]
※ 방송영상컨텐츠학과는 390만원임 (Broadcasting and Video Content: KRW 3,900,000)

08_ 생활관(1개학기 기준)
Dormitory (One semester)
USD1 = KRW 1,176

유 형
Category

금 액
Tuition

4인 1실
4 Person Room

자립생활관
self-reliance

KRW 683,400(USD 580)

3인 1실
3 Person Room

라윤백관
Ra Yoon Baek

KRW 673,200(USD 572)

2인 1실
2 Person Room

자립생활관
self-reliance

KRW 811,500(USD 689)

라윤백관
Ra Yoon Baek

KRW 779,100(USD 662)

행복기숙사
Hangbok

KRW 895,200(USD 761)

참고사항
Note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2인 배정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two people are assigned.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2인 배정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two people are assigned.

2층
Second Floor

시설보증금 10만원 포함

Including the facility deposit of KRW100,000

※ 상기 비용은 16주 기준임 (The above fee is based on 16week)
※ 방학중 생활관비(During vacation)
- 행복기숙사 2인실, 1일 7,100원 (2 person room only, 1day: KRW 7,100)
- 자립생활관 2인실, 1일 6,100원(2 person room only, 1day: KRW 6,100)
※ 생활관 비용은 변동될 수 있음. All costs are subject to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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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or Undergraduate International Admission

식사 불포함
Meals are not
included

2022 Spring · Fall Semesters
Application download : http://cms.kornu.ac.kr/io, www.studyinkorea.go.kr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대학(IEQAS Certified University)

09_ 장학금
Scholarships
가. 신/편입학생 Freshman/transferred students
어학성적 Language proficiency
TOPIK

TOEFL iBT

IELTS

TEPS(New TEPS)

금액
Tuition

6급

115

8.0

900(525)

등록금의 100%
100% waiver

5급

105

7.0

760(426)

등록금의 50%
50% waiver

4급

94

6.5

680(386)

등록금의 40%
40% waiver

3급 이하
Level 3 or below

71

5.5

600(326)

등록금의 30%
30% waiver

※ 신/편입학 첫학기에만 해당 / First semester only

나. 재학생/재입학생 Enrolled Students/Readmitted students
학점
(GPA)

학비감면
(Tuition Deduction)

4.40-4.50

100%

4.00-4.39

50%

3.50-3.99

40%

2.50-3.49

30%

Below 2.50

0%

- 국제교류본부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지급
Scholarships will be given according to the KNU regulation.

Application for Undergraduate International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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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Spring · Fall Semesters
Application download : http://cms.kornu.ac.kr/io, www.studyinkorea.go.kr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대학(IEQAS Certified University)

10_ 기타 유의사항
Additional Notes
1. 이중 등록 금지 Registration
1)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반드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If a student is accepted to two or more universities, he or she must select one university for registration. Simultaneous registration at more than one university may result in revocation of admission to Korea Nazarene University.
2) 본 대학에 합격한 자는 지정 등록 기간 내에 지정된 은행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합격자는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If an admitted applicant fails to complete the tuition payment during the designated period, admission will be revoked.
3) 해외 송금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제송금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If paying tuition via wire transfer, students are responsible for any fees associated with wire transfer.
2. 외국인유학생보험 International student insurance
입학 후 국제교류본부의 안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All international students should buy insurance at their own expense according to the guidance by international office.
3. 입학포기 Withdrawal
입학 포기자는 입학일 혹은 입국일 전까지 아래의 서류를 국제교류본부로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등록금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If an admitted student chooses to withdraw, the student must notify the university prior to the beginning of a term. No refunds
will be made once a term has commenced. To withdraw officially, student must submit the following.
1) 본교 등록금 납입 영수증 사본 1부.
Copy of a tuition payment receipt
2) 입학포기각서(본교 소정양식) 1부.
Designated withdrawal form
3) 본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Copy of I.D. card of the student and the guardian
4) 본인 통장 사본 1부.
Copy of the student's bankbook
4. 본교 소정의 전형에 불응하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전형이 불가능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본 요강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은 본교 외국인 입시 정책에 따릅니다.

Applicants who do not abide by the admissions guidelines or fail to submit all required documents will not be
considered for admission. The international admissions process adheres to Korea Nazarene University's international
admissions policy.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Submitted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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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입학지원서 · [Form1] Application for Admission

입학지원서
Application for Admission to KNU
학교 기재사항 Office use only

PHOTO

(3.5x4.5cm)

수험 번호
Application Number
※ 아래사항은 모두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 주세요.
Type or write clearly in Korean or English

Ⅰ. 인적사항(Personal Information)
※ 전화번호는 국가번호 및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하며, 전형기간 중 E-mail을 수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Please make sure to include the country and area code when writing phone numbers and make sure to check your email as regularly as possible during the application period.

1.

성명

(Last Name) :

8. 집주소(Home Address) :

(First Name) :
전화(Phone) :

한자(Chinese) :
2. 성별(Sex) : 남(Male)

9. 연락처(Contact no.)

/ 여(Female)

# 대한민국 내(in Korea)

3. 생년월일(Date of Birth) :

이름(Name) :

월(Month) / 일(Date) / 년(Year)

전화번호(Tel):

4. 여권정보(Information on Passport)
# 여권번호(Passport Number) :

관계(Relationship):

# 국적(Nationality) :

# 본국(Home Country)
이름(Name) :

5. 외국인등록번호(Alien registration no.) ※ if applied

전화번호(Tel):
관계(Relationship):

6. 이메일(E-mail Address) :
7. 핸드폰(Cell Phone) :

Ⅱ. 지원정보(Application Information)
전형 구분 Admission Type (please check)
a. 학부 Undergraduate: 신입학 Freshman (
희망전공 Major that you want:
b. 한국어과정 Korean Language Course (

), 편입학 Transfer ( )
)

Ⅲ. 학력: 초등학교부터 기록(Educational Background : Since Primary School)
학교명
Name of Institution
초등학교

재학기간
Term Studied
년 월

일~

년 월 일

Primary School

yy mm dd

yy mm dd

중고등학교

년 월

년 월 일

yy mm dd

yy mm dd

년 월

년 월 일

Secondary
(Middle&High)
School

대학교
College or
University

일~

일~

yy mm dd

yy mm dd

년 월

년 월 일

일~

yy mm dd

yy mm dd

초,중,고 교육과정 전체 재학년수

년 월

년 월 일

Total years spent from elementary to high school

yy mm dd

일~

yy mm dd

연락처
주소(시,도,국가)
Location(City, State, Country) Contact info(Tel.)

Ⅳ. 어학능력 Language Proficiency
Check all that applies
TOPIK

TOEFL iBT(CBT, PBT)

IELTS

TEPS(New TEPS)

6급

115(CBT 280, PBT 653)

8.0

900(525)

5급

105(CBT 260, PBT 620) above

7.0 above

760(426) above

4급

94(CBT 240, PBT 587) above

6.5 above

680(386) above

3급 이하
Level 3 or below

71(CBT 197, PBT 530)

5.5

600(326)

Ⅴ. 기숙사 신청 (Application for Dormitory)
기숙사에 체류하겠습니다. I want to stay in dormitory.
기숙사에 체류하지 않겠습니다. I don't want to stay in dormitory.

Ⅵ. 보호자(Parents)
※ 전화번호는 국가번호 및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make sure to include the country and area code when writing phone numbers.

관 계
Relationship

성 명
Name

국적
Nationality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주자에 한함)

Alien registration no.(if applied)

휴대전화
Cell Phone

직업
Occupation

부 Father
모 Mother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 상의 모든 내용은 사실이며, 본 내용이 허위 또는 잘못 기재된 경우 귀교의 어떠한 결정에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I certify that all information submitted above is true. I understand that I maybe subject to a range of possible disciplinary actions
should the information I have certified be false.

년 yy

월 mm

지원자 applicant
name

나사렛대학교 총장 귀하

일 dd

(서명)
signature

[서식2] 학업계획서 · [Form2] Study Plan

학업계획서
Study Plan
나사렛대학교에서 수학하는 동안의 학업계획서와 졸업후의 진로를 적어 주세요.(한국어 또는 영어)
Describe your study plan during your stay at KNU and after graduation.

[서식3] 재정보증서 · [Form3] Financial Affidavit (Including a copy of a bank certificate above USD 18,000 deposited), ※ For language course : More than $10,000

재정보증서
Financial Affidavit
신청자 Applicant
신청자 이름
Applicant's name
날짜 Date

서 명
Signature
mm/dd/yyyy

상기의 학생이 수학하는 동안 교육과 생활을 위한 재정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이와 관련하여 은행 잔고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I will take full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education and living expenses for the
student mentioned above for the period of study. Furthermore, the applicant or the financial sponsor will submit
the bank certificate.
보증인 Sponsor
이 름
Name

Family Name:
Given Name:

Ex)Parents and Applicants only
신청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applicant

직 업
Occupation
주 소
Address
전화번호
Phone

휴대폰 번호
Cell phone

이메일
E-mail

팩 스
FAX

서 명
Signature
날 짜
Date

mm/dd/yyyy

※ 대사관 제출용 은행잔고증명서 소지자 명의와 동일
※ Same as the name of the holder of bank balance certificate for embassy submission
추가서류 : USD 18,000이상의 신청자 또는 부모의 은행 잔고증명서(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반드시 필요함)
※ 어학연수과정은 $10,000 이상
Additional document required: Applicant’s or Sponsor’s bank certificate, indicating that more than USD
18,000 has been deposited in the bank account. (The certificate must be in English),
※ For language course: More than $9.000 -> This is a very important document and you must submit this.
※ 위 내용은 모두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 주세요.
Please fill out the above information in either Korean or English.
※ 은행잔고증명서가 본인일 경우 보증인에는 부모를 기록할 것.
If the bank certificate is under your name, please have your parents fill this form out.

[서식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Form4] Consent to Obtain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입학업무처리

외국인등록번호, 여권정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이름, 성별, 사진, 생년월일, 여권정보(번호,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 핸드폰, 집주소, 연락처, 보호자 성명, 국적,
연락처, 지원정보(학부,한국어학원), 학력(학교명, 재학기간, 주소,
연락처)
<선택> 어학능력, 기숙사 신청여부

입학업무처리

준영구

<Consent to Obtain Personal Information>
All information provided on the application form is only used as part of the assessment process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enrollment into the KNU International Office. The information provided on the
application form will not be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in relation to the assessment of applicant.
- Type of Personal Information: Name, alien registration number, birthdate, photo, nationality,
address, passport number, contact number, email address, bank certificate for financial affidavit,
Guardian’s information: Name, alien registration number, contact number, nationality, address, passport
number.
School information: period of attendance at school, address, contact number, etc.
-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eriod of usage: All information provided will be kept confidential until
period for protection of information passes, primary goal of obtaining the information is reached etc. When this
condition applies, all personal information will then be destroyed.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학 원서 제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applicant does not agree to provision/usage of personal information, application
cannot be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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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nt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년

월

일
(signature)
□예

□아니요

I hereby □consent □do not consent the usage of my personal information by provid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stated above.

나사렛대학교 총장 귀하

51 Nazarene Global Networks

| 교통이 편리한 대학 Convenient Transportation |
1호선 쌍용나사렛대역 1분 거리
Subway Connections : Line 1 Ssangyong
(Korea Nazarene University) Station [1-minute]
전철 : 서울역 - 용산 - 영등포 - 수원 - 천안역 - 쌍용나사렛대역 [1시간 30분 이내]
Subway : Seoul station - Youngsan - Yeongdeungpo - Suwon - Cheonan Ssangyong(Korea Nazarene University) Station [in 1 hour 30-minutes]
KTX : 서울역 / 용산 - 광명역 - 천안아산역 - (환승) - 쌍용나사렛대역 [40분 이내]
KTX : Seoul/Youngsan station - Kwang myung - Cheonan Asan - (transfer) Ssangyong(Korea Nazarene University) Station [in 40-minutes]

| 오시는 길 Direction |
전철 : 1호선 쌍용(나사렛대)역 [2번 출구]
Subway : Line 1 Ssangyong (Korea Nazarene University) Station [Exit 2]
고속철도(KTX) : 천안아산역 [아산역 환승]
High speed train (KTX) : CheonanAsan Station [transfer to Line 1 at the Asan Station]
통학버스 : 성남/잠실, 강남/양재, 인천 노선
School bus : Lines for Sungnam/Jamsil, Kangnam/Yangjae, Incheon
시외버스 : 천안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12번 버스이용 [5분 간격]
Local bus : Number 12 at the Cheonan Express Bus Terminal [5-minute interv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