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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019학년도 후기 보건대학원 외국인 학생 모집요강후기 보건대학원 외국인 학생 모집요강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구분 모집학과 모집인원 비  고

석사과정

물리치료학과

○ 명

안경광학과

응급의료학과

미용화장품과학과

치위생학과

    - 모집인원 : 석사과정 각 학과(전공)별 ○명

 2. 지원자격

 1) 지원 자격기준
   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나. 국내의 초‧중‧고‧대학에 해당하는 16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다. 석사학위과정

      ▶ 학사학위소지(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어학능력 자격기준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한 자 

   나. 영어능력시험 TOEFL(PBT 550, CBT 210, iBT 80), TEPS 550점, TOEIC 650점, 

       IELTS 5.5점 이상 소지한 자 

   다. 수학능력확인서 제출자

 

   ※ 입학 시 수학능력 확인서를 제출한 자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을 소지한 자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PBT 550, CBT 210, iBT 80), TEPS 550점, TOEIC 650점, IELTS 5.5점 이상의 증명을 학위청구

논문제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3. 전형방법

    

전 형 방 법 서류심사 구술‧면접 합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50 50 100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며, 외국인 지원자의 서류심사에는 지원자의 

재정능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다만, 입국사증 관계로 입국이 불가능한 지원자의 경우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에 의하여 조건부로 예비선발하고, 학기 시작 전 입국하여 구술, 면접시험 후 최종 선발한다.



4. 제출서류
   1) 입학지원서(소정양식 Form1)

   2) 학업계획서(소정양식 Form2)

   3) 입학지원추천서(소정양식 Form3) - 지도(예정)교수작성

   4) 출신대학(원) 교수 추천서 1부.

   5)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편입학자는 편입학전 대학 성적증명서도 제출

       석사학위과정 : 학사학위과정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박사학위과정 : 학사 및 석사학위과정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6) 학력조회동의서 1부(소정양식 Form4).

      - (중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추가제출) 중국고등교육학력인증보고서 1부

         =>  http://www.chsi.com.cn 에서 신청 및 출력

   7) 신분증 사본

      - 여권사본 및 외국인 등록증(국내거주 외국인) 각 1부

      - (중국인인 경우 추가제출) 거민 신분증 및 전가족 호구부 사본 1부, 가족관계확인서

   8) 재정능력 입증서류 

     ①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미화 $10,000이상 은행 예금잔고 증명서(1개월 이상 예치)

     ②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③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④ 재정보증서 또는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소정양식 Form1)

   9) 지원자격 요건 해당서류

      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본인 및 부모의 외국인 증명서 각 1부.

          - 지원자의 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1부

      나. 국내의 초‧중‧고‧대학에 해당하는 16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

          - 초중고 졸업(예정)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해당없음

   10) 어학능력입증서류-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증명서 또는 공인영어성적증명서(TOEFL:PBT, 

CBT, iBT / TEPS / TOEIC / IELTS) 및 수학능력확인서(소정양식)

   11) 입국 후(합격 후) 제출서류

      - 입국여권 사본 1부.

      - 유학비자 사본 1부

      - 학위취득 예정자인 경우 학위취득기 사본 1부.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방문접수 2019. 6. 3(월) ~ 6.21(금) 18:00까지
* 교부 : 보건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접수 : 대학본부 1층 보건대학원 교학과
        월~금(09:00~18:00)

서류심사 2019. 7. 3(수)

구술고사 및 면접 2019. 7. 6(토) 10:00 부터

합격자 발표 2019. 7.12(금) 대학원 홈페이지 : 합격증 출력 및 안내사항

합격자 최종 등록 기간 2019. 7.15(월) ~ 7.17(수) 신한은행 전 지점

*입학원서는 본 대학 보건대학원 홈페이지(http://cph.eulji.ac.kr/?menuno=5990)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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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자 유의사항
1)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는다.

2)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를 취소할 수 없고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은 불허한다.

3) 대학원 입학원서의 기재 착오 및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4)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2019년 6월 28일(금)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2019년 6월 28일(금)까지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대학원 입학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3개월 이내 촬영한 3×4Cm 동일원판(칼라)이어야 한다.

6) 구술‧면접시험 대상자는 전형기간 중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고,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입학원서에 첨부된 동일 사진 1장을 준비하여 대학원 교학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한다.

7)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

고 기 납부한 전형료 및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8) 대학원 입학원서상의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이 책임지지 않는다.

9) 구술‧면접시험 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 입실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구술 및 면접고사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불

합격으로 처리한다.

10) 입학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함.

  11) 외국인이 유학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소재지역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필하여야 함.

12) 조건부로 입학을 허가 받은 자는 입국 후 대학원 교학과에서 지정한 일시, 장소에서 구술고사 및 면접에 응하여야 하

며 정규입학을 허가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입학을 취소한다.

7. 합격생 유의사항

1)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합격증 및 등록금고지서는 우리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야 한다. 정해

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았을 경우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합격을 취소한다.

2) 합격자 중 학위 취득 예정자는 2019년 8월 30일(금)까지 출신대학(원) 졸업증명서 1부를 본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

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3) 본 대학원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가 입학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9년 8월 30일(금) 

17:00 까지 등록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본인)을 구비하여 입학포기각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학기가 시

작되면 환불 불가함). 등록금 반환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의거하여 환불한다(입금 수수

료는 지원자 부담임).

4) 타 전공학과 합격생은 입학 후 본 대학원에서 정한 선수과목을 반드시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5) 합격자 비자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합격자 결정 (국외체류자는 조건부 합격)

↓

국내 체류자
(비자가 있는 경우)

국외 체류자 (비자가 없는 경우)

중국 이외의 국가
중국

(학생비자(D-2)를 받기 위해 사증발급인정서 번호 필요)

체류자격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 

표준입학허가서를 
대학원 교학과에서 

수령하기 바람.

표준입학허가서 및 
초청장 

우편 발송
(약 2주일 소요) 

대학원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사증(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발급받아 국외에 있는 합격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번호를 통보함. (약 3주~4주 소요)

↓ ↓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가능

본국의 한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D-2) 신청․발급
(비자발급관련 구비서류는 본국의 한국대사관에 문의바람)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신청(입국 후 90일 이전까지)



8. 전형료 

  1) 석사학위과정 : 65,000원

▣ 기타 문의사항 :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Tel. (042) 259-1593～4

Fax. (042) 259-1539

E-mail grad@eulji.ac.kr

홈페이지 http://cph.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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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1】

입 학 지 원 서 (Application Form)
        The Graduate School of Eulji University,

  143-5, Youngdu 2-dong, Jung-gu,
  Daejeon, 34824, SOUTH KOREA

              Website: http://www.eulji.ac.kr 
                Phone: +82-42-259-1593~4, Fax: +82-42-259-1539

Application Number : ※________________________
                                                                                                                                                                          

Ⅰ. 수학계획(Study Plan)

  1. 입학을 희망하는 연도 및 학기.

    (Indicate the year and semester you wish to enter)

    연도(Year)               학기(Spring/Fall semester) 

  2. 학위과정(Degree)

    (     ) 석사(Master),                     (     ) 박사(Ph.D),    

    (     ) 통합(Master & Ph.D)

  3. 지원학과, 전공(Major) : __________________________ 

Ⅱ. 인적사항(Personal Information)

  1. 이름(Name)

    * 국문(Korean) :                          * 영문(English) :                                       

                                                             (First Name)   (Middle)    (Last Name)

    * 한자(Chinese) :                         

  2. 출생국(Country of Birth) :                              

  3. 국적(Nationality) :                              

  4. 여권번호(Passport No.) :                                

  5. 성별(Sex) : (    ) 남(Male),  (    ) 여(Female) 

  6. 생년월일(Date of Birth) : _______ /______ / _______(month/day/year)

  7. 주소(Mailing Address) :                                                                         

                                                                                                   

    전화(Home Phone) :                           Mobile Phone :                              

    Fax :                           E-mail :                                   

  8. 비상연락처(Guardians) : 

    * 국내(in Korea) : 이름(Name)  :                                                 

                     전화번호(Tel) :                                                  

                     관계(Relationship)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국(home Country) : 이름(Name) :                                                   

                           전화번호(Tel) :                                                   

                           관계(Relationship)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진(photo)

(3×4cm)



【Form 1】

Ⅲ. 학력(Educational Background)

  Beginning with the most recent school attended, list each college or university attended in reverse 

chronological order.

  기간(Dates) (from~ to)      학교명(Institutions)           전공(Major)         학위(Degree or Diploma)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Ⅳ. 귀하의 유학경비를 부담할 개인이나 기관명을 쓰시오.

  (Sponsorship : Indicate the person, including yourself, or organization that will be responsible for your 

tuition fee and living expenses at Eulji University.)

  * 개인 또는 기관명(Name or Org.) :                                         

  * 관계(Relationship) :  ____________________  * 직업(Position/Titl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주소(Address)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화번호(Phone No.)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인은 상기 지원자의 유학기간 중 일체의 경비부담을 보증합니다.

    I guarantee that I will be responsible for the above-named applicant's tuition fee and living expenses  

for the duration of the whole program. 

  * 이름(Name of sponsor) :                               

  * 서명(Signatur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월일(Date) : _________ /_______ /_________

                                                               (Month)   (Day)    (Year)

V. 응시료(Payments)

  아래의 금액을 납입합니다. (I have enclosed the following amount).

  * 응시료(Application fee)   석사(Master) ￦ 65,000

                            박사(Ph.D) 및 석박사통합(\Master & Ph.D)  ￦ 70,000

  위와 같이 귀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Certification by applicant: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I have given on the application is complet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Date :        월(month)          일(day)          년(year)

지원자(Candidate) :                         (Printed Name)

                                                                  (Signature)

을 지 대 학 교 총 장 귀 하

To the President, Eulji University



【Form 1】

Application Form(copy)

2019학년도

Applicatio
n Number  ※

Name
 (Korean)

 (English)

Resident 
Registration 

No.

Degree 
Sought

‧ Master's(     ) ‧ Ph.D. (     ) 

 ‧ Master & Ph.D(      )

Major  

Mailing 
Address

□□□□□

Applicant

Home 
Phone
Mobile 
Phone

E-MAIL

Guardians
Name  

Tel

사진(photo)
(3×4cm)

Application Slip
2019학년도

Application 
Number  ※

Name

Degree 
Sought

 ■ Master's (    )
 ■ Ph.D.    (    )
■ Master & Ph.D (    )

Major

Department

사진(photo)
(3×4cm)

을지대학교 대학원

   을지대학교 대학원



【Form 2】

학 업 계 획 서 (Study plan)
Study, including professional and research experience and results



【Form 3】

입 학 추 천 서 (Letter of Recommendation)
※ 지도예정교수작성(Completed by the Prospective Advisor)

  위 지원자의 언어능력, 전공능력, 재정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대학교 대학원에서 충분히 학습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                  )학과 (     ) 학위과정 입학대상자로 추천합니다. 

  (After reviewing all the documents about the applicant's linguistic and academic 
competence and his/her financial resources, I am convinced that he/she will 
successfully complete his/her graduate studies. I hereby recommend him/her for the 
______________ program in _______________.)

20   .     .     .

지도예정교수(Prospective advisor)

성명(Name):                    서명(Signature):                          
    

전공주임교수(Prospective advisor)

성명(Name):                    서명(Signature):                          

을 지 대 학 교 총 장 귀 하
To the President, Eulji University

성명(Name)

국적(Nationality)

지원과정(Degree) Master (  )    Ph.D. (  )    Master&Ph.D  (    )

지원학과(Department)

출신대학 및 학과
(School Attended)

학사(Bachelor's Program)
  대학(University): 

  학과(Department): 

석사(Master's Program)
대학(University): 

학과(Department):



【Form 4】

The Graduate School of Eulji University
143-5, Youngdu 2-dong, Jung-gu, Daejeon, 34824, SOUTH KOREA

Website: http://www.eulji.ac.kr   Phone: +82-42-259-1593~4, Fax: +82-42-259-1539
 

  Date:          .          .        

  University Name:*                                                                  

  University Address: *                                                              

                  *(Zip code:                       Tel:                       Fax: )

  Student Name:*                               Student ID Number:*                    

Subject: Verification of Academic Record

Dear Sir/Madam

 The above applicant has submitted educational documents issued by your university to our 

university. We ask you to verify the accuracy and authenticity of contents of 'Letter of 

Consent' of enclosed documents. We need your confirmation about his/her degree, major field, 

and the date of degree awarded. 

It would be appreciated if you kindly verify the items, completely fill out the form and forward 

it to the above administrative address by , 2011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We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Sincerely,                                                                       

                                              Office of Record and Registration

                                              Eulji University

Student name :                                 
Name of Degree(Diploma) Awarded :                         
Major :                              
Date of Degree Awarded : 
I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complete and correct to the records of 
this institution and that the contents of 'letter of consent' is an accurate record of 
the above student' academic work.

Print Name : Title :
Signature : Date :

Phone# : FAX# :

(official Seal or Stamp)

http://www.eulji.ac.kr


【Form 4】

Letter of Agreement

To whom it may concern :

  This letter is to confirm that I graduated                          

I hereby authorize that Eulji University could officially request my academi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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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admission process.

Name :                                    

Date of birth :          (month)          (day)          (year)

Date of Degree awarded :          (month)          (day)          (year)

Dates of attendance : From          (month)          (day)          (year)

                      To            (month)          (day)          (year)

Type of Program :  bachelor's /  master's (※choose one)

Name of Degree / Major :                            

Degree Registration No.:                                 

Sincerely yours, 

      Signature : ______________________  Date : _________ /_______ /_________

                                            (Month)   (Da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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