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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모집요강
 

S A H M Y O O K   U N IV E R S IT Y 
A pp lic a t io n  G u id e lin e  fo r 

in te rn a tio n a l S tu den ts



▣ 2022학년도 외국인 신입학모집 일정
 1차

구 분 일 정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21. 10. 6.(수) ∼ 2021. 10. 26.(화) 본교 국제교육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본교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http://ipsi.syu.ac.kr)서류제출 2021. 10. 27.(수) 17:00 까지

면접 2021. 10. 28.(목) 한국어능력시험 급수 미 소지자
합격자 발표 2021. 11. 11(목) 14:00 예정 본교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http://ipsi.syu.ac.kr)
합격자등록 2021. 12. 31(금) ∼ 2022. 01. 07.(금) 12:00 별도안내

2차
구 분 일 정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21. 11. 15.(월) ~ 2021. 12. 14.(화) 본교 국제교육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본교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http://ipsi.syu.ac.kr)서류제출 2021. 12. 15.(수) 17:00 까지
면접 2021. 12. 16.(목) 한국어능력시험 급수 미 소지자

합격자 발표 2021. 12. 30.(목) 14:00 예정 본교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http://ipsi.syu.ac.kr)

합격자등록 2021. 12. 31(금) ∼ 2022. 01. 07.(금) 12:00 별도안내

* 원서 및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 서류심사 100%로 선발합니다.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단과대학 모집단위
신학대학 신학과

미래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인문사회대학

영어영문학과 인공지능융합학부항공관광외국어학부

과학기술대학

화학생명과학과글로벌한국학과
동물자원과학과경영학과

유아교육과 (4명 이내) 환경디자인원예학과
바이오융합공학과간호대학 간호학과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 (4년제)보건관리학과
건축학과 (5년제)상담심리학과
아트앤디자인학과생활체육학과

물리치료학과
음악학과식품영양학과

대학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적정인원 선발
* 건축학과는 5년(10학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 지원자격
구 분 내 용
국적 - 본인 및 부모 모두 외국인국적 외국인

학력 -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 상응하는 전(全)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한국어능력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간호학과, 예체능학과, 유아교육과 제외 학과)
- 예체능학과의 경우 2급 이상, 간호학과 4급 이상, 유아교육과 5급 이상
- 국내 대학의 한국어과정 4급 이상 수료자(예체능학과의 경우 한국어과정 3급 이상) - 면접대상자

▷ 외국 시민권 취득자인 경우,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 한국과 이중국적은 인정하지 않음.  
▷ 한국어능력시험 급수 미 소지자는 면접고사 대상자입니다. 

▣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1. 입학지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 
2. 자기소개서(본교 서식)
3. 학력조회 동의서(본교 서식, 본인이 재학한 외국 소재 고등학교 수만큼 작성)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5.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6. 외국국적증명서부, 모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7. 본인(여권 사본)
8. 가족관계증명서(외국정부가 발행한 부모와 학생의 관계증명서)
9. 외국인 등록증 사본(국내거주 외국인에 한함) 
10.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성적표(지원 자격 사항 확인)
11. 은행 잔고증명서(통장 잔고 USD $20,000이상)
    -증명서는 발급 시점이 온라인 접수 시작일 기준 30일 이내
12. 한국어교육기관 수료(재학증명) - 해당자만

 * 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영사확인’를 받아 제출

 * 영어이외 언어 한국어번역 공증 

▣ 장학안내
구    분 대상자 지급액 지급 기준

외국인
(약학과, 화교 제외)

*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자,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

* A : 수업료 60%
* B : 수업료 45%
* C : 수업료 35%
* D : 수업료 25%

* 직전학기 성적
 · A : 4.0 이상 
 · B : 3.5 이상
 · C : 3.0 이상 
 · D : 2.5 이상

* 본교 한국어과정 1년 이상  수료자 *  수업료 30% 입학학기만 지급
* A : 입학 시 TOPIK 6급  취득자 
* B : 입학 시 TOPIK 5급  취득자 
* C : 입학 시 TOPIK 4급  취득자 
* D : 입학 시 TOPIK 3급  취득자

* A : 수업료 100%(전학기)
* B : 수업료 100%(2학기)
* C : 수업료  50%(2학기)
* D : 수업료  25%(1학기)

* 직전학기 평점
 · A : 4.0이상
 · B : 3.5이상
 · C : 3.5이상



▣ 입학절차

    

① 원서접수
 (국제교육원 방문 또는 

우편제출) ⇨ ② 서류제출
 (국제교육원 방문(우편)제출) ⇨ ③ 서류종합평가

⇩
⑥ 표준입학허가서 배부

(비자신청 또는 비자변경) ⇦ ⑤ 등록금 납부
(지정 계좌) ⇦ ④ 최종 합격자발표

http://ipsi.syu.ac.kr

⇩
⑦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수강신청 안내) ⇨ ⑧ 입학(개강)

▣ 지원자 유의사항
1. 이중등록 금지
 -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 금지
2. 지원자 유의사항
 1) 원서접수 시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작성오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지원 자격 미달 및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위⋅변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에라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접수가 완료된 후 입학원서의 변경 및 취소, 입학전형료 환불은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원서 접수 시 본교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정확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유학원 및 어학원 연락처 기재 
    금지)해야 하며, 연락(이메일, 전화 등)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5) 전형기간 중 연락처가 변경되어 본교 입학관리본부로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연락이 두절되어서 수험생에게 불이      익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6) 전형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7) 추후 별도의 조회과정을 거쳐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위⋅변조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증명서의 제출 등 기타 부정행위
    자와 출입국사무소 사증발급 불허 등 지원자격 미달자는 최종불합격 처리하며, 입학이 허가된 이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개강 후, 입학이 취소될 경우에는 등록금이 전액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0학년도 입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에 따릅니다. 

▣ 모든 외국인학생은 졸업 전까지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1. TOPIK 4급 이상 취득(또는 TOPIK 4급 점수의 90%이상 성적 취득)
2. 전 학년 출석률 90% 이상이면서 평균학점 C 이상

▣ 전형방법: 서류종합평가 100%로 선발
※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본 전형과 관련된 심사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전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한국어능력시험 점수 미 소지자는 면접을 통과해야 합니다.

▣ 전형료
 전형료 : 100,000원 



▣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서류제출기간 내에 완비하여 제출해야합니다.
2. 입학원서 입력사항에 이상이 있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또는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3.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이 발행하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4. 한국어, 영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 번역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서류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졸업예정자는 졸업 후 반드시 마지막 학기가 기재된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추가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에 허위나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단, 등록금을 납부
  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합니다).

대학생활 안내
▣ 생활교육관 안내
  가. 입사자격
    1) 본교 교육이념을 수용하고 생활교육원의 제반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
    2) 2022학년도 신입생, 재복학생, 편입생
  나. 선발방법
      지원자 중 서류전형과 거리(원거리우선), 사회적배려자, 면접을 통해 선발합니다.
  다. 시설현황
    1) 수용 가능인원: 1315명(시온관 372명, 에덴관 384명, 살렘관 292명, 브니엘관 267명)
    2) 건물현황
       숙소 4개동(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식당 1동, 장애인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심화학습실, 세탁실, 채플실, 상담실, 회의실 
등이 있으며 각 방에는 인터넷전용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 입사비용 한 학기(2021년 1학기-16주 기준)
     2인 1실 기준: 1,230,000원(관리비: 1,120,000원, 자치회비: 10,000원, 입사비: 100,000원)
     1인 1실 기준: 1,870,000원(관리비: 1,760,000원, 자치회비: 10,000원, 입사비: 100,000원)
     * 식비별도
     * 코로나19 상황으로 3인실, 4인실 운영 안함
  마. 기타 문의사항
     입사전형 일정 및 등록기간 등의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교육원 외국인 유학생 담당 02-3399-3662



▣ 등록금 안내
 본교의 2021학년도 등록금은 아래와 같으며, 2022학년도 신입생 등록금은 물가인상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
다. 
 

 <2021학년도 등록금 현황>

▣ 문의처
  삼육대학교 국제교육원 (02-3399-3606) apply@syu.ac.kr

모집단위 2021학년도 등록금
입학금(a) 수업료(b) 학생회비(c) 합계(a+b+c)

신학과,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영어영문학부,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글로벌한국학과, 유아교육과,항 

공관광외국어학부
310,000 3,418,000 15,000 3,743,000

화학생명과학과, 식품영양학과, 동물생명자원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보건관리학과
310,000 3,951,000 15,000 4,276,000

음악학과, 아트앤디자인학과 310,000 4,456,000 15,000 4,781,000
건축학과,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 

지증정보융합학부 310,000 4,172,000 15,000 4,497,000
생활체육학과 310,000 4,100,000 15,000 4,425,000

mailto:apply@syu.ac.kr


2022학년도 3월 외국인 신입학 
제출 서류 확인목록

수험번호 성  명

번호 제출서류 제출 확인

1 입학지원서 (인터넷 접수 후 출력) 

2 자기소개서 (본교서식)

3 학력조회 동의서 (본교서식)
(본교 서식, 본인이 재학한 외국소재 초⋅중⋅고교 수 만큼 작성)

4 고 졸업(예정)증명서 
(아포스티유확인 또는 영사확인)

5 고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확인 또는 영사확인)

6 외국국적증명서- 부
(여권사본 또는 시민권 사본)

7 외국국적증명서- 모
(여권사본 또는 시민권 사본)

8 외국국적증명서- 본인
(여권사본)

9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부모와 학생의 관계증명서)

10 외국인 등록증 사본(국내거주 외국인에 한함)

11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성적표

12 한국어교육기관 수료(재학증명)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 미소지자)

13 은행 잔고증명서
(통장잔고 USD $20,000이상)

14 전형료: 100,000원
2021.   .   . 제출



International Student Profile
(외국인전형 입학 지원서)

 Ⅰ. 인적사항(Personal Information)
   1. 이름(Name in Full) :                                                
   2. 출생국(Country of Birth) :                                          
   3. 국적(Citizenship) 본인 :                                           
                       부 :                       모 :                  
   4. 성별(Sex) : (   ) 남(Male)     (   ) 여(Female)
   5. 생년월일(Date of Birth) :             /           /            
                               월(Month) /  일(Day)  /  년(Year)
   6. 주소(Mailing Address) :                                             
     전화(Tel) :                     휴대폰(Cellphone) :                   
     E-mail(E-mail Address) :                                          
   7. 여권번호(Passport No.) :                                           
   8. 비상연락망(Guardians)  
      국내(in Korea) :                                  
      본국(home Country) :                              

2022년 3월 신입학

사      진

.....................................................................................................................................................................
 Ⅱ. 최종학력: 
     기간(Dates)(from~to~)                                 학교명(Institutions)               

                                                                                                     
.....................................................................................................................................................................  Ⅲ. 수학계획(Study Plan)
    1. 지원 학과 (Department of Application):                                                          
..................................................................................................................................................................... 

    년      월      일

삼육대학교 총장 귀하

 ☞ 재정능력 입증서류
    -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미화 $20,000이상 은행 등 예금잔고증명서(1개월 이상 계속 예치) 또는 미화 $20,000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가족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인 경우 본인과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2022학년도 외국인전형 지원자 자기소개서
                                              

1.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

2. 입학 후 학업계획과 향후 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

지원자
수험번호 지원학과(부)                
성    명 생년월일



         
  Agreement to Release Academic Informati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Sahmyook University
815, Hwarang-ro, Nowon-gu, Seoul, 01795 Rep. of KOREA 
Te l: +82-2-3399-3606 / Fax: +82-2-3399-3607
Homepage: http://ipsi.syu.ac.kr / E-mail: apply@syu.ac.kr

To whom it may concern,

I attended                                             from                     to                    

              ( School name )                     ( Date )                          ( Date )

I have applied to Sahmyook University in Korea for 2020 academic year and I agree that Sahmyook University can 

rightfully make a request to you for my school records.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beg your full assistance when they contact you requesting a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

Full Name :                                           

Date of birth :                 /            /           

                          ( mm )            ( dd )             ( yy )

Date of admission :                /          /         

                                ( mm )          ( dd )          ( yy )

Date of graduation :                /          /         

                              ( mm )             ( dd )          ( yy )

           School Address :                                                 

           School E-mail Address :                      @                   

           School Tel :                                                      

           School Fax :                                                     

Sincerely your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