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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기준

□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원서 접수일 기준)

◯ 지원자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지

원자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복수국적 불가)

□ 학력조건

◯ 외국 또는 국내의 일반대학(학사학위과정)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전적대학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학점이 표기

안되면 지원불가)

◯ 외국 또는 국내의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과정) 졸업자(2022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 지원자는 지원자격 및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수학가능 여부를 원서 접수 전 입학과에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람

□ 언어능력

◯ 입학: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또는 본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과정 4급 이상을 수료한 자

◯ 졸업: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2. 모집인원

캠퍼스 단과대학 모 집 단 위 모집인원

강

릉

캠

퍼

스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정원 제한 없음

(3학년으로 선발)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본학과

철학과

사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회계학과

관광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법학과

자치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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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단과대학 모 집 단 위 모집인원

강

릉

캠

퍼

스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정원 제한 없음

(3학년으로 선발)

정보통계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

화학신소재학과

생명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식품가공유통학과

해양식품공학과

해양생태환경학과

수산생명의학과

해양생명과학과

식물생명과학과

환경조경학과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세라믹신소재공학과

신소재금속공학과

토목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예술체육대학

조형예술·디자인학과

미술 전공

도자디자인 전공

섬유디자인 전공

체육학과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성악 전공

관현악 전공

작곡 전공

패션디자인학과

원

주

캠

퍼

스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다문화학과

과학기술대학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 치위생학과, 치의예과, 유아교육과, 간호학과는 모집하지 않음

※ 2023학년도 학과명 변경사항 안내 

◦ 수학과 + 물리학과 ⇒ 수학물리학부(수학전공, 물리ㆍ에너지전공)

◦ 정보통계학과 ⇒ 데이터사이언스학과

◦ 식품가공유통학과 + 해양식품공학과 ⇒ 해양바이오식품학과(해양바이오전공, 해양식품융합전공)

◦ 토목공학과 ⇒ 건설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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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원서접수
2022. 7. 11.(월) ～ 7. 15.(금)

18:00까지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장소: 강릉원주대학교 입학과 (대학본부 109호)

※ 이메일 접수 주소: dark0328@gwnu.ac.kr

- 이메일 접수 시 원본서류는 자격심사일까지 아래 

주소로 송부하여야 함. (우체국 접수 분까지 유효)

   *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입학과 (대학본부 111호)

자격심사 2022. 8. 9.(화)까지 입학본부 입학과

합격자발표 2022. 8. 12.(금) 17:00 이전
강릉원주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http://iphak.gwnu.ac.kr)

※ 개별 통보하지 않음

합격자등록
2022. 8. 17.(수) ~ 8. 18.(목)

금융기관 마감시간까지

강릉원주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납입금 고지서 출력 후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인터넷 뱅킹을 통합 납부 가능)

4. 지원 및 전형방법

□ 지원절차

◯ 입학원서 접수(지원자) → 입학전형(대학) → 합격자 발표(대학) → 등록(지원자)

※ 등록금 환불: 본교에 등록한 자가 타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포기를 원할 때에는 타 대학

합격통지서를 제시하고 본교에 등록포기 각서를 제출하면 등록금을 환불함

□ 지원방법

◯ 지원자는 제1지망만 할 수 있음

◯ 복수지원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하였을 경우 1개 대학만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이중 등록을 하였을 경우 그 합격을 모두 무효로 하고 입학을 취소함

□ 전형방법

◯ 자격기준을 갖춘자 중 서류전형(100%)으로 선발하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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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심사를 거쳐 선발

◯ 선발인원은 학과의 교육여건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면담

(직접 또는 전화)을 실시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서류제출 시 유의 사항

• 입학 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함

• 모든 지원 서류 및 서식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함

• 한국어,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공증원본 제출해야 함

• 지원 자격 심사에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자에게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외국학교 등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를 당해 학교 소

   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제출 서류상의 지원자 및 부모님 성명과 개인정보가 각각 불일치하는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

   하는 정부 발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추후 반환하지 않음

• 아래 제출서류 외에도 국제교류팀에서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요청 시 일체 제출해야 함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는 별도 통보 없이 불합격 처리되니 기한 내 제출 요망 

★ 모든 서류는 반드시 A4 규격에 맞춰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순번 구분 준비서류

1 편입학 원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iphak.gwnu.ac.kr)

2 [서식1] 수학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3 [서식2] 학력조회 동의서

4 [서식3] 재정 및 신원보증서 

5 [서식4] 개인정보동의서

6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학사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전문학사 

졸업증명서

① 졸업(예정)일 년/월 정보가 모두 표기된 증명서만 인정

② 졸업증 및 성적표의 학교명, 학교 직인 등의 학교 정보가

반드시 서로 일치해야 함(불일치할 경우, 학교 발급 사유서 제출)

③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 예정 년/월 정보가 표기된 졸업

예정증명서(한국영사관 혹은 한국대사관 확인)를 제출하되, 

합격 후 대학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위에 명시된 최

종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미제출 시 입학 취소)

④ 졸업예정자의 경우, 한국영사관 혹은 한국대사관 확인 졸업예

정증명서를 제출하되, 재학증명서 번역공증 원본을 추가로 제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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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www.chsi.com.cn, www.cdgdc.edu.cn)에서 발행한 학력인증서 원본 

※ 단, 해당 사이트에서 발급 불가 시, 주중 한국 영사 확인 원본 제출 가능)

[중국 이외 모든 국가]

▶ 아포스티유 가입국 출신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제출 

※ 발급기관: 해당 국가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나라별로 상이)

▶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출신

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 원본 제출 

※ 발급기관: 해당 국가 소재 한국영사관, 한국대사관

7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한국 소재 학교 졸업자]

▶원본 그대로 제출(번역공증 필요 없음)

[중국]

▶ 번역 공증본 제출 

[중국 이외 모든 국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중 택 1 제출 

8 가족증명서

① 지원자와 부모와의 관계가 명시된 가족관계서 또는 출

생증명서 번역공증원본 제출 

② 부모 사망의 경우 사망 증명서와 번역공증원본 제출

③ 부모 이혼의 경우 이혼 증명서와 번역공증원본 제출

④ 부모 재혼의 경우 재혼 여부 확인서와 번역공증원본 제출

※ ②, ③, ④은 해당자만 작성 

9
부모님 외국 국적 증명서 

사본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혹은 여권사본 제출 

※ 여권은 만료일/전 유효한 여권에 한해 인증)

※ 영문이 아닌 경우 번역공증원본 첨부

10 본인 여권 사본 여권만료일이 입학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은 사본 제출

11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뒷면)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력이 없는 지원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12 은행잔고증명서 1~2부

[국내체류자]

미화 USD18,000 이상 국내(한국 소재) 은행의 예금 잔고증명서

또는 송금 환전증명서 2부 제출(지원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국외체류자]

미화 USD18,000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국 은행 예금 증서

(중국은행은 3개월 이상 예치) 1부 제출

[우리대학 한국어학당 졸업예정자]

미화 USD9,000 이상 국내(한국 소재) 은행의 예금 잔고증명서

(지원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2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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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안내

◯ 아포스티유 확인대상 문서: 외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와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 외국 정부기관 발행 문서: 가족관계증명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증명서 등

- 공증문서: 사립학교 발행 증명서, 진단서, 회사 및 은행 발행 문서 등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한함(협약 미가입국은 공증문서나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 발급방법: 외국학교 등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부)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협약 미가입국은 공증문서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가입 국가 현황 (2021년 9월 16일 현재, 외교부 안전 여행 홈페이지에

따름, www.0404.go.kr/consulate/consul_apo.jsp)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싱가포르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자메이카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6. 전형료: 전 계열 전형료 없음

13 한국어 능력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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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학금 안내

지급 기준 금액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수업료 전액 면제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수업료 80% 면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영어능력시험(TOEFL 550, CBT 210, iBT 80, 

IELTS 5.5)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 이상
수업료 20% 면제

8. 유의사항

◯ 편입학원서의 기재나 표기의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함

◯ 지원자의 국내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하여 재학 중이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함

◯ 합격자 발표는 본 대학교 홈페이지(iphak.gwnu.ac.kr)에만 공고하며 개별 통지하지 않음

◯ 합격자는 등록기간 동안 강릉원주대학교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등록금을 납부

하여야하며 등록 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합격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 편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등의 규정이나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관련: 본 입시관련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

- 수집항목: 성명(보호자 포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신학교 및 지역, 전화번호, 휴대폰 번

호(보호자 포함), 이메일 등

- 수집 및 이용 목적: 입학전형, 장학생 선발, 학사업무, 통계, 학생생활관 선발 관련 

-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리목적의 달성 및 보유기간 경과 후 파기

◯ 입학 후 제반 사항은 본교 학칙 및 제 규정에 따릅니다.

◯ 입학전형 종료 후에도 비자 발급 및 변경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

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관련근거: 교육부 대입정책과-1083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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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관련 부서 전화 번호 안내

안내 부서 전화번호

입학전형 안내 입학과 033-640-2924

등록금 안내 재무과 033-640-2061

장학금 안내 장학실 033-640-1595

기숙사 안내
강릉캠퍼스 033-640-2645

원주캠퍼스 033-760-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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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외국인 편입학 원서

수험번호 ※비워둘 것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사진/Photo
흰색 배경

(3×4㎝)

영문 (여권 상 영문 성명 기재)

생년월일 (Month / Day / Year) 출생국

성별 □ 남   □ 여 국  적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여권번호 이메일

주소

현재 한국 거주자 □ 예   □ 아니오 외국인등록증 번호

보
호
자

성명 국적 직업 주소 전화번호

부

모

지원정보

지원 학과 대학:                              학과:

한국어능력 한국어능력시험(TOPIK) (      급),    본교 한국어학당 (     급) (발급 또는 예정)

영어능력 TOEFL PBT (     점)     CBT (     점)     iBT (     점)  IELTS (     점) 

기숙사 신청 □ 예         □ 아니오 식사 □ 1일 3식    □ 1일 2식

학력사항

교육과정 학교명 입학년월 졸업년월 학적구분 국가 도시

고등

대학(해당자)
전공명 평점/만점

위의 입학원서 기재 내용은 사실이며 별첨 구비서류를 갖추어 강릉원주대학교 입학 지원을 신청하며 요강 본문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날짜(Date):                

                      지원자 성명(Name):                             (서명/Signature)

강릉원주학교 총장 귀하 (To the President of Gangneung-Wuonju National University)

※ 깨끗이 작성하거나 서식을 다운받아 타이핑하여 제출하며 하단의 서명은 자필서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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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수 학 계 획 서 

(Study Plan)

○ 과    정 (Degree): 

○ 학    과 (Department) :

○ 전    공 (Major): 

○ 성    명 (Name) : 

○ 희망연구분야(Study Focus)/ 지원동기(Reason for Applying)/ 연구방법 및 진행계획

(Specific Study Plans)

2022년(Year)      월(Month)      일(Day)

                              

                  지원자(Applicant) :                      서명(Signature)

강릉원주대학교총장 귀하(To the President of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2장 내외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지면이 부족하면 별

지를 사용하여 작성)

    (Please complete the above in Korean no more than 2 pages. The above may be 

completed on separate paper and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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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자 기 소 개 서

(Letter of Self-Introduction)

○ 과    정 (Degree): 

○ 학    과 (Department) :

○ 전    공 (Major): 

○ 성    명 (Name) : 

2022년(Year)      월(Month)      일(Day)

지원자(Applicant) :                       서명(Signature)

강릉원주대학교총장 귀하(To the President of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성장과정, 가정상황, 지원하게 된 경로 및 목적, 입학 후 

학습계획 등을 2장 내외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Please write about your family, background, reason for applying and study plan in detail 

no more than 2 pages. You may use separate paper. Please complete the above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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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학력 조회 동의서(Letter of Consent)

성  명 (Name) : 

지원 모집단위 (Desired Major) :

교육과정

Academic 

Background

학교명

Name of School

학교주소

School Address

전화번호/Phone

팩스번호/Fax

학위번호

Registered 

Number

고등학교

(High School)

영문

(English)

자국어

(Native 

Language)

대  학

(College)

영문

(English)

자국어

(Native 

Language)

※ College information is only for transfer applicants.

※ Phone and fax number must include country and regional calling codes.

※ Applicants must correctly fill out the above information in order to properly 

investigate their education background.

본인은 귀교에서 공식적으로 본인의 학력 자료를 조회하는데 이의가 없음에 동의합니다. 

I here by authorize that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could officially request my 

academic and personal information from each academic institution I have attended, in 

connection with the admission process.

2022년(Year)      월(Month)      일(Day)

          지원자 성명(Name of Applicant)                  서명(Signature)

강릉원주대학교총장 귀하(To the President of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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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재정 및 신원보증서

(Finance and Character Assurance)

○ 피보증인(지원자) Applicant

성   명

(Name)
(漢子)

성 별

(Gend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직장 및 직위

(Place and Position

of Employment)

○ 직장(Place):

○ 직위(Position):

주소(Address)

○ 보증인 (Guarantor)

성 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 별

(Gender)

국 적

(Nationality)

신분증번호

(Registration 

No.)

직장 및 직위

(Place and Position

of Employment)

○ 직장(Place):

○ 직위(Position):

주소(Address)
전화번호

(Phone)

   본인은 상기 피보증인의 신원이 명확함과 유학기간 중 일체의 경비부담을 보증하며 아

울러 대한민국에 도착한 후 국내법과 학칙을 준수하고 학업에 충실히 임하게 할 것을 약

속하며 만일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I hereby certify the applicant's identification and guarantee I will be responsible for 

his/her tuition fee and living expenses for the duration of the program. I confirm that 

the applicant will abide by national rules and school rules and the applicant will do 

his/her best to study. 

I pledge that I will be responsible for any problem concerning the applicant.)

2022년(Year)      월(Month)      일(Day)

                                                         

              보증인(Guarantor) :                       서명(Signature)

강릉원주대학교총장 귀하(To the President of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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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강릉원주대학교에 입학원서를 접수하면 원서접수 시 기재하는 수험생의 개

인정보에 대하여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험생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함.

가. 수집 및 이용항목 : 이름(보호자 포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신학교 및 

지역,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보호자 포함), 이메일, 환불계좌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입학전형, 장학생 선발, 학사업무, 통계, 생활관생 선

발 및 입학관련 안내

다.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리목적의 달성 및 보유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함

라. 공유 및 제공 : “수집 및 이용목적”에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음

제공받는 곳 제공정보 제공목적

학사운영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추가)

연락처, 지원내용, 학력사항 등
학적부 생성, 학력조회, 안내 문자 발송 등

학생지원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추가) 

연락처, 지원내용 등
안내 문자 발송 등

장학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추가) 

연락처, 지원내용 등
안내 문자 발송 등

생활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원내

용, 성적자료 등
생활관생 선발, 안내 문자 발송 등

단과대학 및 학과 성명, (추가) 연락처 등 안내 문자 발송 등

2.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① □ 동의합니다.      ②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자 확인 : 성명               (인 또는 서명)

2022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