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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과정 및 인원

가. 모집 인원 : 학위과정 입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재학 인원 400
명 이내에서 선발함
나. 모집 과정 : 초급(TOPIK 1, 2급), 중급(TOPIK 3, 4급), 고급(TOPIK 5, 6급)으로 나누어 입학
후 레벨 테스트를 통해 과정별 교육 시행

02

전형 일정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모집요강 및 입학지원서 교부 기간

2020. 11. 30(월) ∼ 12. 18(금).

국제교류처
(http://global.honam.ac.kr)

봄학기 입학원서 접수 기간

2020. 12. 21(월) ∼ 2021.
01. 08(금)

국제교류처
(http://global.honam.ac.kr)

봄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2021. 01. 18(월) ~ 22(금)

호남대학교 지정 은행

봄학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2021. 01. 20(수) ∼ 26(화)

국제교류처
(http://global.honam.ac.kr)

봄학기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01. 27(수) 이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유학생 입국 및 기숙사 입사 기간

2021. 02. 22(월) ∼ 26(금)

봄학기 입학 예정일

2021. 03. 08(월)

여름학기 입학원서 접수 기간

2021. 04. 05(월) ~ 16(금)

국제교류처
(http://global.honam.ac.kr)

여름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2021. 04. 19(월) ∼ 23(금)

호남대학교 지정 은행

여름학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2021. 04. 21(수) ∼ 27(화)

국제교류처
(http://global.honam.ac.kr)

여름학기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04. 28(수) 이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유학생 입국 및 기숙사 입사 기간

2021. 05. 17(월) ~ 21(금)

여름학기 입학 예정일

2021. 05. 31(월)

03

지원 자격

구 분

자 격 조 건(외국인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제7호)

어학연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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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원 절차

모집요강 및
입학원서 교부

입학원서 접수
및 서류 심사

등록금 납부

등록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최종 합격자 발표

본인 입국 준비

입학

05

전형 및 선발 방법

가.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선발하며 모집 인원은 재학 인원을 고려하여 본 교육원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
에서 선발한다.
나.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면접(국제전화, skype 등)을 실시하여 학업 의지가 불분명하고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다. 학업 수행 능력이 심히 부족한 자는 모집 인원과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06
구분

기본 서류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비고
입학지원서 - 본교 홈페이지(http://global.honam.ac.kr)에서 출력
별첨서식1
수업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 본교 홈페이지(http://global.honam.ac.kr)에서 출력 별첨서식2
고등학교 이상 졸업(재학)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중국 외 국적은 공증번역본 제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은 졸업증명서
4년제 대학 졸업자는 학위증
출입국사실증명서(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발행: 해당자만 제출)
해당자
예금잔고증명서(미화 10,000불 이상을 6개월 이상 예치)
유학생 비자 서류 제출 시 최소 1개월 전 발급 서류로 함
중국 : 호구부 원본 및 사본(단, 호구부 2개 이상인 경우 친족관계공증서 제출)
기타 국가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7. 학생 및 부모 신분증 사본
1.
2.
3.
4.
5.
※
6.

8.
9.
10.
-

추가 서류

11.
12.
13.

14.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국내 거주 외국인만 제출)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원본
재정 보증인의 미화 $10,000 이상 은행 등 예금 잔고 증명서 또는 미화
$10,000 이상 국내 송금 또는 환전 증명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부동산 관련 보유증명서 또는 재
산세 납부증명서 등 첨부
여권 사진 2장
중국인인 경우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www.chsi.com.cn) 졸업인증서, 고등학
교 졸업 시험 합격인증서(www.cdgdc.edu.cn)를 해당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제출
학위 등 인증 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해당 학교 졸
업증명서(성교육청 또는 시교육청 발급)의 한국 영사 확인서 필수 제출
부모 이혼 시 : 친족 관계 증명서 및 이혼증명서
호구부가 2개 있을 경우 : 친족관계증명서
부모 사망 시 : 사망증명서
부모 재직, 수입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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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07

입학지원서 작성 유의사항

가. 입학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작성 오류, 기재사항 누락, 판독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나. 입학지원서는 반드시 청․흑색 볼펜 또는 만년필이나 워드로 작성
다. 입학지원서 사진은 본인의 여권용 사진(3.5cmX4.5cm)을 입학 원서에 부착

08

지원자 유의사항

가. 입학지원서 및 첨부 서류의 모든 내용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나.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입학 취소
다. 최종적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 합격 또는 입학 취소
라. 원서상에 연락처(주소와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연락 두절로 인하여 각종 통지가 불가능하게 되
어 합격이 취소된 경우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 책임
마.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고등학교 학력에 대한 조회 결과, 인정되지 않는 학력으
로 확인(판단)될 경우 재학 중이라도 합격을 취소한다. 이 경우, 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하지 않음
바. 입학원서의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비, 입국 수속 절차 등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합격 취소 등 불이익
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사. 입학 전형에 합격하여 등록을 한 자라도 관련 기관의 사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합
격 또는 입학 취소
아. 모집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에서 정하여 시행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처((062)940-5694, 5135, 5992)로 문의하시기 바람

▣ 서류 제출 유의사항
가.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을 지참하여
원본 대조를 받거나, 합격 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원본은 확인 후 반환함)
나.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출
다. 고등학교 졸업(예정)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는 한국어로 번역 후 공증(또는 영사 확인서)하여 제출
라. 학생, 부모의 우리나라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 정부 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는 한국어로 번역 후 제출
마. 제출 서류상의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 발행하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바. 합격자 중 졸업 예정자는 입학일 전까지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당자에 한함)
사.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 서류 이외에도 지원 자격 등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공증 또는 영사 확인서 : 외국인의 경우 자국의 공증(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09
-

등록금 및 기숙사 안내

홈페이지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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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인 유학생 보험 가입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당연가입 될 예정입니다.
나. 보험 가입 금액 등 세부 내용은 합격자에 한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고, 향후 보험금 미납 시 비자 연장
이나 비자 변경에 제한이 따릅니다.

11

등록금 환불

가. 기간 : 등록 후 당해학기 개시 전일 까지
나. 장소 : 국제교류처
다. 환불 사유 : 등록 후 개인 사정 또는 사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라. 구비 서류 및 지참물
(1) 본교 등록금 납입 영수증 원본 1부
(2) 등록 포기각서(본교 소정 양식) 1부
(3)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호 남 대 학 교
HONAM UNIVERSITY
62399 광주광역시 광산구 호남대길 120 대학본부 1층 국제교류처
TEL : 82-62-940-5135(중국어), 5694(한국어), 5992(영어)
FAX : 82-62-940-5887
Homepage : http://global.honam.ac.kr(국제교류처)
http://www.honam.ac.kr(호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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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식1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지원서

여권용사진
(Passport

(Application Form

Photo)
(3.5×4.5㎝)

for International Student)
수험번호
(Application Number)

자격 구분
(Applicant's
Status)

☐ 외국인

지원 분야

(Foreigner) (Admission Type)

☐신입학(New entry)

입학년도(Year

☐편입학 2학년 (Transfer : Sophomore)

of admission)

☐ 3월(Spring)

☐편입학 3학년 (Transfer : Junior)
☐편입학 4학년 (Transfer : Senior)
☐한국어연수(Korean Language)

모집단위(Application Category) 대학(College of

)

20

입학학기

☐ 6월(Summer)

(Semester)

☐ 9월(Fall)
☐ 12월(Winter)

학과/부(Department of

)

￭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성명(Name)

성별(Gender)

본국어
(In your
own
language)
남(Male)

영어

한국어

(English)

(Korean)
생년월일

여(Female)

(Date of birth)

국적

출생지

(Nationality)

(Place of birth)

(y)

(m)

(d)

여권번호
(Passport No.)

유효기간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Expiry Date)

주소 (Address)
전화번호 (Phone No.)

휴대폰(Mobile)

이메일
(E-mail)
한국 내 긴급 연락처
(Emergency Contact In Korea)

￭ 학력(Academic Information) : 초등학교부터 최종학력까지 기록(From elementary school to recent)
학교명
(Name of School)

졸업일자 재학기간 수업년한
입학일자
(Date of
(Date of
(Period (Number
admission) graduation) Attended) of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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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소(Address)

학교 전화번호
(Telephone No.)

￭ 기숙사 신청 여부(Residence Hall(Dormitory) Application)
이용(Yes)

미이용(No)

￭ 외국어 능력 (Score of Document Screening Test)
한국어능력시험 (Korean LanguageTest Score)

TOPIK

급(Level)

TOEIC Scores

점(Scores)

TOEFL Scores

점(Scores)

공인영어성적(Recognized English Proficiency Test Score)
호남대학교 한국어 연수과정(Honam University Korean Language Program)

이수 시간
(Completion Hours)

항저우 세종학당(Hangzhou Sejonghakdang) 또는 오시1세종학당(OSH1
이수 개월
Sejonghakdang)
(Completion Months)

시간(hours)
개월(Months)

￭ 가족사항(Family Background)
관계
(Relations)

성명(Name)
본국어(In your
own Language)

영어(English)

생년월일
나이
(Date of birth) (Age)

직업
(Occupation)

휴대폰
(Mobile No.)

￭ 연락처 및 기타사항(Contact and other information)
보호자
연락처
(Guardian
Contact
Information)

본국
주소(Address)
성명(Name)

지원자와의
관계(Relationship
with Applicant)

자택전화
(Home Phone No.)

휴대폰(Mobile)

한국 내
성명(Name)
연락처
(Contact
Information 관계(Relationship)
In Korea)
호남대학교 지원 경로(How
you applied for Honam
University)

직
업
(Occupation)

자택전화(Home
Phone No.)
휴대폰(Mobile)
▪
▪
▪
▪

자매대학(Sister University)
▪유학원(International Education Service Agency)
인터넷(Internet)
▪ 기타(Other)
추천자/기관명(Name of Recommender/Institution):
연락처(Contact) ☎:

위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I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I have given is correct and truthful. And I hereby apply for Honam University with
required documents).

20

.

.

.

지원자(Applicant's Name)

The President of Ho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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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별첨 서식2

수학계획서 및 자기소개서(Study Plan & Self-Introduction)
한국어

영어

(Korean)

(English)

본국어
(In your own
language)

지원구분
지원자

(Admission

(Applican

Type)

t's Info.)

☐New

성별

☐Transfer

(Gender)

지원학과

생년월일

Desired

(Date of

Department/Major

birth)

☐ Male

☐ Female

국적
.

.

(Nationality)

내용(Description)
지원 동기(Reasons why
you are applying to
Honam University)
학업 계획
(Study plan
in school)
졸업 후 계획
(Plans after graduation)
성장 과정
Personal History

학업 과정
Learning History

어학 능력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위의 내용은 사실과 같음(I confirm that the information above is true).
20

.

.

.

지원자(Applicant's Name)

The President of Ho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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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별첨 서식3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Consent Form for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Consent on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원서

접수 및 입학 전형을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고, 이 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This will only be used for an application and admission process.

1. 개인 정보의 종류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추가
연락처, 출신지역, 학교정보(최종 학력 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대학명, 졸업(예정)연도)
Full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the case of foreign students: alien registration number or passport number), address, phone
number, cell phone number, e-mail address, additional contacts, region of birth and school information (classification of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the name of the high school/university you are in or have graduated, and graduation(expected) year.)

2.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Purpose for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 원서 접수 및 입학 전형(학력조회, 제출 서류 진위 여부 등), 장학, 학사 통계업무,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안내를 위해 개인 정보가 사용됩니다.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used for an application and admission process (check on academic background,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etc.), scholarship programs, statistics related to academic affairs and other information provided by university.

3.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Possession and utilization period of personal information
- 개인 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대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 정보를 파기합니다.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disposed without delay when the purpose of its collection and use is fulfilled.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Agree □ 동의하지 않음Disagree

▶Do you agree on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If you disagree on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you are not be able to submit your application.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Consent on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원서 접수 및 입학전형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We are collecting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lien registration number, passport number) for an application
and admission process.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article 73 of the Higher Education Act (Management of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개인 정보의 취급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Agree □ 동의하지 않음Disagree

▶Do you agree on consignment of handling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 개인 정보 취급 위탁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If you disagree on consignment of handling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you are not be able to submit your application.

본인은 본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I have read and understood the “Consent form for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and agree on it.
20

년

월
(MM)

생년월일(Date of Birth):
성명(Name):

일
(DD)
년( YYYY)

월(MM)
(인 또는 서명)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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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