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입학 지원자격 심사 신청서
SCH Application Form for Applicant's Qualification 2023
수험번호

Ⅰ. 인 적 사 항 (Personal Information)
한글
Korean

1. 성명
Full Name

한문
Chinese

영문
English(Last Name, First Name)

If applicable

2. 국적
Nationality

The same as passport

4. 성별
Gender

The same as passport

The same as passport

3. 출생지
Place of Birth

The same as passport

5. 생년월일
Date of Birth

The same as passport

6. 주소
Address

7. 연락처
Contact

English or Chinese only

한국 연락처
Contact Info.
In KOREA

본국 연락처
Contact Info.
In Home
비상연락처
Emergency
Contact

If applicable

E-MAIL
8. 여권번호
Passport No.

사진
(Photo)
3.5㎝×4.5㎝

The same as passport

9.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If applicable

If applicable

10. 체류자격
VISA Type

If applicable

Ⅱ. 입 학 지 원 사 항 (Admission Information)
1. 입학 학년도 및 학기
Semester and year you are applying for
2. 입학 구분
Admission Type

( 2023 )학년도,
Year,
신입학(
Freshman

)

1 학기( O
),
Spring(March),

2학년 편입학(
Transfer 2 Grade

)

2 학기(
)
Fall(September)
3학년 편입학(
Transfer 3 Grade

)

3. 모집단위(지원학과)
Applying Major
4. 지원자 구분
Applicant Type

해외거주자 (
)
Overseas Applicant

국내거주자 (
)
Applicant in KOREA

Ⅲ. 기 타 정 보 (Other Information)
입학지원경로
Application Route
생활관 거주 신청
Housing Application
어학능력시험 성적
(TOPIK, SCH한국어능력시험,
IELTS etc.)

If applicable

생활관 거주 (
Dormitory
시험명
Name of the Test

)

등급 및 점수
Test Result(Level)

외부 거주 (
)
Off-Campus Housing
수험번호
Registration No.

성적유효기간
Valid Until

Ⅳ. 학 력 (Educational Background)
구분
School

입학일자&졸업일자
Date of Admission
& Graduation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학교명
School Name

전화번호&학위번호
학제
Telephone Number
School System
& Diploma Number

학적상태
Graduation Status
졸

업□

졸

업□

English or Chinese only

중학교
Middle School

English or Chinese only

고등학교
High School

졸
업□
졸업예정□

English or Chinese only

졸
재
제

전문대/대학
College/University
If applicable

English or Chinese only

업□ 수
학□ 휴
적□ 자

료□
학□
퇴□

Ⅴ. 보 호 자 정 보 (Guardian Information)

부친
Father

성명(영문)
English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연락처
Phone Number

E-MAIL
If applicable

주소
Address

English or Chinese only

직업
Job

모친
Mother

English or Chinese only

직장명
Company Name

국적
Nationality

비고
Note

성명(영문)
English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연락처
Phone Number

E-MAIL

English or Chinese only

If applicable

If applicable

주소
Address

English or Chinese only

직업
Job

English or Chinese only

국적
Nationality

직장명
Company Name

English or Chinese only

비고
Note

If applicable

지원자 본인은 모집요강을 모두 이해했으며, 순천향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서 및 제출한 입학서류 일체는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I hereby acknowledge that I have read and understood the Admission Guideline, and I apply for Soonchunhyang university
with all the required documents. Also, I swear all the information and documents provided are true.

년(Year)
지원자(Applicant) :

순천향대학교 총장 귀하

월(Month)

일(Day)

서명(Signature)

자 기 소 개 서
Self - introduction Letter

성장과정
Your Childhood

유학목적 및
희망전공
Reason for
studying abroad
and Preferred major

유학 후 장래희망
What you want to do
after returning to
your country

순천향대학교
선택 이유
Reason for choosing
SCH Univ.

학습계획
Detailed
Study Plan

지원학과 :
Applying Major

지원자 :
Applicant

(서명)
(Signature)

유학경비부담서약서 및 학비/생활비 조달 계획서
Financial Affidavit and Report on how to Support Academic Tuition Fees and Living Cost

◎ 재정상태 신고 및 보증 (Declaration & Guarantee of Finances)
본교 수학기간 동안 조달가능금액
(The amount of money you get support in Korea while studying at Soonchunhyang University)
▷ 년간 조달가능금액(Total amount for 1 year) : US$ 20,000
▷ 재정보증인(Sponsor)
성명(영문)
English Name

성별
Gend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연락처
Phone Number

지원자(피보증인)와의 관계
Relationship with the Applicant

직업
Job

Company Name

직장명

귀교 수학 기간 동안 지원자(피보증인)의 학비를 포함한 일체의 소요경비 조달 문제에 대해
재정적인 책임을 질것과 재정입증서류가 틀림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I will take full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education and living expenses of the
student(Applicant). Further, I guarantee that the attached proving documents of financial condition are accurate.

년(Year)

월(Month)

일(Day), 재정보증인(Sponsor) :

서명(Signature)

◎ 학비 및 생활비 조달 계획서 (Report on how to Support Academic Tuition Fees and Living Cost)

이상 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My signature below indicates that all the information in my application is complete and correct.
년(Year)

월(Month)

일(Day), 지원자(Applicant) :

순천향대학교 총장 귀하

서명(Signature)

재 정 보 증 서
A Certificate of Financial Support
1. 피보증인(Applicant)
성명(영문)
English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Gender
국적
Nationality

연락처
Phone Number

한국체류목적
Purpose of Stay in Korea

유학

주소
Address

2. 보증인(Sponsor)
성명(영문)
English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Gender
국적
Nationality

연락처
Phone Number

지원자(피보증인)와의 관계
Relationship with the Applicant

직업
Job

Company Name

직장명

3. 보증기간(Duration of the Support)
2023 년(Year) 3 월(Month) 1 일(Day) ~ 졸업 시 까지 (Until graduation)

4. 보증인의 의무사항(General Duties of the Sponsor)
보증인은 피 보증인이 유학기간 중 대한민국의 제반 법규는 물론, 순천향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The Sponsor is responsible for the student's observing all the laws of Korea and the Regulations of Soonchunhyang
University.
보증인은 대한민국 및 순천향대학교에서 피 보증인의 유학기간 중 소요되는 학비비용 일체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2. The Sponsor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all the cost incurred by the student including tuition fees, during the student's
stay at Soonchunhyang University and in South Korea.
보증인은 피 보증인이 대한민국 및 순천향대학교에서 유학하는 기간 동안, 위법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징금 등의 납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다하지 아니할 때 대신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3. 벌금·
The Sponsor is liable to any fine and penalty caused by the illegal acts of the student according to the laws of Korea
and the regulations of Soonchunhyang University during the student's staying in South Korea.
위 재정보증인은 피 보증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재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The Sponsor, I hereby confirm and guarantee that the above mentioned is correct and there are no false
statements. I also confirm and guarantee that I will abide by my duties as Sponsor as stated above.

년(Year)

재정보증인(Sponsor) :

순천향대학교 총장 귀하

월(Month)

일(Day)

서명(Signature)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 자 제공 동의서]
순천향대학교 국제교육교류처에서는 외국인 입학 전형 및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재외공관 등) 업무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사증 발급, 체류자격변경, 외국인등록 등)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이용.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고유식별정보)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지원자 개인식별
여권번호 및 여권정보,
외국인등록번호

표준입학허가서 및 사증발급
합격 후 최종등록 시 학적에 이관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1. 입학자
1) 학적 : 준 영구
2) 입학서류 : 10년
2. 불합격자 및 미등록자 : 10년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외국인 입학 전형 에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개인 식별이 불가하여 입학지원, 사증발급(한국 내 체류 허가) 등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I agree)

□ 동의하지 않음(I disagree)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국적, 출생지, 민족,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E-MAIL, 결혼여부,
주소, 체류자격, 언어능력시험정보,
재정증명(은행잔고증명),
학력 및 학위, 출신학교 및 성적,
재학기간 및 졸업일자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입학사정 및 입학전형
재정상태 확인
표준입학허가서 및 사증발급

1. 입학자
1) 학적 : 준 영구
2) 입학서류 : 10년
2. 불합격자 및 미등록자 : 10년

합격 후 최종등록 시 학적에 이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외국인 입학 전형 에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입학사정 및 입학전형 실시, 사증발급(한국 내 체류 허가) 등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I agree)

□ 동의하지 않음(I disagree)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민감정보)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교내 생활관(기숙사) 입사

건강검진(폐결핵)

사증발급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확인 후 즉시 파기
※ 필요 시 법무부 및 재외공관 제출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외국인 입학 전형 에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교내 생활관(기숙사) 입사, 사증발급(한국 내 체류 허가) 등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I agree)

□ 동의하지 않음(I disagree)

[“필수”]

▶보호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관계, 성명, 연락처, E-MAIL, 주소,
생년월일, 가족관계증명(신분증),
재정증명(은행잔고증명), 소득증명
(직업, 직장명, 소득), 국적

입학사정
재정상태 확인
표준입학허가서 및 사증발급
합격 후 최종등록 시 학적에 이관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1. 입학자
1) 학적 : 준 영구
2) 입학서류 : 10년
2. 불합격자 및 미등록자 : 10년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외국인 입학 전형 에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입학사정, 사증발급(한국 내 체류 허가) 등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I agree)

□ 동의하지 않음(I disagree)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법무부

[“필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제공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여권번호 및 여권정보,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출생지, 연락처, E-MAIL,
주소, 학력, 출신학교,
재정증명(은행잔고증명),
건강검진(폐결핵)

법무부 제출
(표준입학허가서 및 사증발급)

준 영구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외국인 입학 전형 에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사증발급(한국 내 체류 허가) 등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I agree)

□ 동의하지 않음(I disagree)

▶보호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법무부

[“필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제공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관계, 성명

법무부 제출
(표준입학허가서 및 사증발급)

준 영구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외국인 입학 전형 에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사증발급(한국 내 체류 허가) 등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I agree)

□ 동의하지 않음(I disagree)

※ 상기 개인정보 수집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법무부 외국
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본인은 본‘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Year)
지원자(Applicant) :

월(Month)

일(Day)

서명(Signature)

■ 정보주체 외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 ■
감염병예방법(제6조④항) 및 재난안전법(제74조의3③항),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등에 따라 질병관
리청으로부터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민감정보)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리

수집출처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①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
며, 요구권리는 제37조제②항에 따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정지 요구권리 거절 사유:
-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②항제2호)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동의함(I agree)

□ 동의하지 않음(I disagree)

년(Year)

월(Month)

지원자(Applicant) :

일(Day)
서명(Signature)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대학별고사 응시 유의사항 ■
1. 모든 지원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치료통지를 받아 현재 격리 중인 자(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
현재 격리 중인 자(자가격리자)는 대학별고사(면접, 서류전형 등) 전형일 전에 반드시 관련 사실을 대학에
통보해야하며, 응시 가능여부 확인 후 별도 안내에 따라 응시해야 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지침 및 상기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책임 및 불합격 처리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대학별고사 응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Yes)

년(Year)
지원자(Applicant) :

월(Month)

일(Day)
서명(Sign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