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정              과정 수 험 번 호

학과              학과
(Leave blank)

전공              전공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입학원서(외국인 전형)

본 

인

주 소
Address

면접유형 (택1)
Type of interview

(Choose one.)

□대면면접(Field Interview) 

□비대면면접(Online Interview)

휴대폰
Cell

WeChat ID(필수)

성 명
Name

한글 in Korean 보호자전화
Guardian’s Contact number

E-mail

영문 – 여권상 
 in English - as written in the passport 생년월일

Date of Birth
 19   .    .    . (만   세)

원어 – 자국어 in native language

 
외국인등록
번      호

Alien Registration Number

           - 

여권번호
Passport 
Number

국      적
Country of Citizenship

학 력
Educational 

Data

학교명(영문)
Names of Institution Attended

(in English)

재학기간
Period of Attendance

[yy/mm/dd ~ yy/mm/dd]

소재지
(국가 / 도시)

직장명

고등학교 직  위

대 학 교

사  진
Photo

(3㎝×4㎝)

 최근 재학 학교 정보 Most recently attended school data

홈페이지 Website Address               

전화번호 Phone                        팩스번호 Fax

어학
능력

Language
Proficiency

한국어 수학기관 명
Name of Korean Language Institution attended

소재지
Location

현 등급
Current Level

보호자 
Family 

Data

관계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주에한함)

여권번호 국적 직업 현재 거주 국가

본인은 귀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Name             (sign)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장 귀하

수험료증지

100,000원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과정                       학과                       전공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

현주소 자택전화

직장명
(직위)

직장전화

병  역 병역필(      )  / 병역미필(      )  / 병역면제(      )  ※해당란에 ○표 하십시오.

자기소개

학업계획



           수 험 표

수험번호 (Leave blank)

성   명

사  진

(3㎝×4㎝)

한
글

한
자

과정

학과

전공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수험생 유의사항

1.지원자는 면접 당일 면접 시작 30분 전까지 본 
대학원 대기실에 입실 완료해야 함.

2.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은 인정치 
않음.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사항만 경력
으로 인정 되므로 관련 서류가 있을시에만 경력
에 기입함.

3.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재학 
중에라도 합격을 취소할수 있음.

4.전형 당일 수험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야 함.

5.우편접수자: 원서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전형료는 지원자 본인 성명으로 원서 접수 마감
일까지 받음.

6.기타 입학전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Tel:(02)961-0561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수험생 여러분이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경희대학교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입시진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해 이용되고, 경희대학교 및 입시업무 위탁기관, 상급 기관에 제공됩니다.

 또한 입학사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교 학적을 취득한 경우,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본교 관련 규정

에 따라 ‘학사 및 행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해 경희대학교 및 학사·행정 업무 위탁기관에서 이

용됩니다.

    ☞경희대학교 개인정보보호방침 참고 (http://www.khu.ac.kr)

 본인은 경희대학교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http://www.kh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