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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후기 강릉원주대학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료기기융복합학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모집 공고
강릉원주대학교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석사급 연구 인력 확보 지
원을 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료기기융복합학과)’ 석사과정 대학원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과는 병역특례의 혜택은 물론 등록금 전액 및 연구활동
지원금을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고 학생은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일정기간
의무근무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
랍니다.

1

전형일정

구

분

일

원

서

접

수

서

류

제

출

정

비

2020.11.16.(월) 09:00
~ 2021. 02.10.(수) 18:00
2021.02.10.(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고

교내(방문) 접수(토, 일, 공휴일 제외)만 실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면접 및 기업매칭

2021. 1,2월중 (상시)

합 격 자 발 표

2021.02.17.(수)

합 격 증 교 부

2021.02.18.(목) ~ 2021.02.19.(금)

합격증은 직접 수령

합 격 자 등 록

2021.02.19.(금) ~ 2021.02.26.(금)

별도 등록

추가합격자발표

2021.02.19.(금) 이후 개별 통보

지정된 면접 장소 (면접일과 장소는 별도 안내)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합격자에 한하여 기간내
상시 통보)

※ 학과 운영 사정에 따라 세부일정 및 사항은 조정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는 학과에서 별도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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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과 개요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 열
공

학

과

모집과정

모집인원

석사

학 의료기기융복합학과

○

비 고

8명

○ 개설형태 : 일반대학원 전일제(Full-time) 과정
○ 의료기기 및 IT관련 중견‧중소기업 취업연계
○ 학과 내용
- 취업을 조건으로 석사학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계약학과 대학원생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등록금
과 연구활동지원금을 지원
- 학생은 등록금 전액과 연구활동지원금을 지원받고 교육 과정 수료 후 약정기업에 취업하여 일정기간(2년
이상) 의무근무
※ 병역미필자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되,
참여기업에서 2년이상 의무근무 후 이직할 수 있다.
- 등록금은 정부가 전액 지원

<석사학위 과정(2년)>
정부

등록금 전액

기업

연구활동지원금

<의무근무(일정기간) + 자율(α)>

취업약정
학생

석사학위
취득자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

중소
기업

- 연구활동지원금은 취업약정 기업이 매월 20만원씩 지급

3

지원자격

가. 석사과정
① 국내‧외 대학의 학사학위 취득자(예정자포함)
②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③ 학사과정 출신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나. 기타사항
① 현역 복무중인 군인과 병역법, 기타 사유로 근무 중인 자는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를, 전역예
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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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자 필독사항
지원자 필독사항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료기기융복합학과』는

○

①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과
대학졸업(예정)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계약학과(정원외)
임.
② 학생은 대학 주도 하에 진행되는 1:1 매칭절차를 통해 우수 중소·중견기업과 취업약정을 체결한 후
입학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등록금 전액과 약정기업으로부터 활동지원비(매월 20만원)를 지원받
아

2년간 전일제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군필자(면제자포함)는 학위취득 후 약정기업에서 2년간 의무 근무를 하여야 하며, 군미필자는 학위 취
득 후 약정기업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3년간 근무 병역의무 대체(병력특계 해당 업체에 한함)
해야 함.
④ 학기운영 : 2021학년도 3월부터 학기 시작
⑤ 등록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에만 학위과정이 운영됨.(4명 미만일 경우 추가모집(다음학기)을 통해 수
업 가능인원 확보 후 운영 예정)

○ 수료학점
24학점이상 (전공필수는 3학점 이상 취득)

○ 기타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칙(자격시험, 학위논문, 학위수여 등) 및 세칙에 준하여 적
용한다.

5

제출서류
내국인

외국인

입학지원서(내․외국인 별도의 소정양식)

○

○

학위과정 전 학년 성적증명서(반드시 백분위 기재)

○

○

학위과정 졸업(예정)증명서

○

○

수학계획서(소정양식)

○

○

이력서(소정양식)

○

○

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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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내국인

외국인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취업자의 경우 지원불가)

○

○

제

출

서

류

출신대학장(또는 지도교수 포함 2인 이상교수) 추천서

○

가족 신분증(거민신분증) 사본

○

여권 사본

○

한국어능력시험(TOPIK)또는 영어능력 입증서류

○

비고

재정 및 신원보증서(첨부서류)
- 재정보증인의 미화 $12,000이상 은행 등 예금잔고 증명서(1개월 이상
계속 예치) 또는 미화 $12,000 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 증명서 1부
- 한국체류 지원자는 미화 $12,000이상 국내은행(국내 개설 외국계 은행

○

포함) 예금잔고증명서 1부
- 재정보증인의 ①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재산세과세증명서

[ 추가제출 서류 ]
제출서류

비고

취학승인서(현역군인) 2021년 2월 28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소속부대장이 발행한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 공통사항 ]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
※ 성적증명서에는 반드시 백분위 환산점수 기재
※ 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단, 졸업예정자는 제외)
※ 전적 대학(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모든 대학(원)성적증명서 모두를 제출하여야 함.
(예 : 학점은행제(평생교육진흥원) 또는 편입학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등)

※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각종 서류는 한글 번역서를 공증받아 1부씩 첨부 하
여야 하며, 성적증명서에는 성적 환산점수 기재
※ 중국 가족관계 입증서류는 호구부 및 영문 친족관계공증(원본)을 제출
※ 중국 학위(학사, 석사)의 증명은 中國高等敎育學生信息网(중국고등교육학생신식망)(Caina Higher- education student
information)의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http://www.chsi.com.cn 참조)

※ 모든 증명서는 서류제출 마감일(2021년 2월 10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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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발기준

가.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전형성적 총점(서류/면접) 순으로 선발
나. 학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요소별 반영과목 및 배점

구 분
의료기기융복합학과

서류심사

구술시험 및 면접

계

50

50

100

비 고

ㅇ 전형 방법
- 총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8

원서접수 및 지원자 유의사항

ㅇ 일반대학원은 주간제임
ㅇ 입학원서를 우편으로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한다.
ㅇ 입학지원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두 줄로 긋고 지원자가 정정 날인한다.
ㅇ 입학지원서의 기재착오, 불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라도
추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입학 후라도 합격을 취소한다.
ㅇ 지원서는 흑(청)색 펜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ㅇ 취업자의 경우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9

모집요강 ⚫ 입학원서 및 전형료

ㅇ 입학원서 : 강릉원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www.gwnu.ac.kr)
ㅇ 전 형 료 : 무료
ㅇ 문의: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 의료기기융복합학과
Tel : 033)760-8222

E-mail : medical8222@gw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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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여기업현황

구분

업체명

1

바디텍메드㈜

2

업종

채용계
획인력

의료용품 및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0명

㈜소닉월드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명

3

㈜메디아나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0명

4

㈜유원메디텍

의료용기기 제조업

0명

5

㈜보템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명

6

㈜씨디에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0명

7

㈜씨유메디칼시스템 전기식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0명

전기장비 제조업

0명

자동제어장치제조(전기제어반)

0명

배전반 및 전기자동반제조업외16종

0명

서비스, 컴퓨터 설비자문 정보통신 기기

0명

의료기기제조

0명

의료기기제조 및 수출입업

0명

악기의판매 및 무역, 수출입업, 전자상거래업

0명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 전자상거래업

0명

16 ㈜강원전산원네트웍스 컴퓨터 및 주변기기영상기기 외 6종

0명

17

유퍼스트㈜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 유선통신장비제조업, 송장비제조업,이동전화기제조업등

0명

18

㈜인성메디칼

의료기기제조업, 의료기기도매업, 오퍼

0명

19

㈜윈텍오토메이션

자동화기계 및 부품,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대산업 일체

0명

20

㈜케이에이씨

자동차부품 제조업

0명

21

㈜리스템

방사선장치및전기진단요법기기, 의료기기등

0명

22

㈜헬스웰메디칼

의료기및의료기시험장비,구급소모품,시약,안전매트,에어텐트,구난구조용장비등

0명

23

㈜스페이스업

천막및막구조물,조형물,모형물,금속구조물,응용소프트웨어연구개발업등

0명

24

㈜판도라티비

소프트웨어개발,자문및공급,통신판애,컴퓨터시스템개발및구축등

0명

25

㈜뮤즈플랫폼

소프트웨어자문,개발및공급업,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업등

0명

26

㈜애니벳

동물용의료기기,동물용진단시약,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등

0명

27

뉴로닉

헬스케어기기, 상품종합 도매업, 연구개발업등

0명

28

세광정보통신

컴퓨터주변기기,방송음향기기,통신기기,축전지,CCTV영상감시장치등

0명

29

뉴랜드올네이처

화장품,맥아엑스및음료용조제품,조제건강식품,세제류,건강기능식품,화장품등

0명

30

아크로웰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전기전자제품,의료기기정보기기,화장품등

0명

8

인텍전기전자㈜

9

㈜그랜드

10

송암시스콤㈜

11

에스넷 시스템(주)

12

대양의료기(주)

13

㈜네오닥터

14

㈜씨엘

15

엑스투아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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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입시일정표

2/2

2021학년도 전기
○ 수험표 교부
- 일 시 : 접수일로부터
2021. 02. 10.(수)까지 상시

- 장 소 :

W8(산학지원관) 102호 (원주)

의료기기융복합학과
○ 구술(면접) 고사
- 일시 : 접수일로부터
2021. 02. 16.(화)까지 상시 (추후 개별공지)

- 장 소 : 추후 공지

(원주)

○ 합격자 발표
- 일 시 : 2021. 2. 17.(수)

강릉원주대학교대학원

수 험 표

입학원서 접수증

2021학년도 전기
※수험번호
성

2021학년도 전기
1210907__

※접수번호

명

성
석사(0) 박사(

지

원

사

항

)

과정

의료기기융복합학과

학과

1210907___

명
석사(0) 박사(

지

원

사

항

)

과정

의료기기융복합학과

학과

전공

전공

위와 같이 접수함

접수자인

사 진
(3㎝×4㎝)
※ 본 접수증은 수험표와 교환하니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바람

강릉원주대학교대학원

강릉원주대학교대학원
- 8 -

수 학 계 획 서
수험번호
학과명

의료기기융복합학과 과 정 명

(석)사 과정

성

1210907___

명

*수학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여백이 부족할 경우 별지작성 첨부)

20
지원자 :

강릉원주대학교대학원장 귀하
- 9 -

년

월

일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입학 전형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 필수 항목 - 지원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특별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학교명, 졸업(예정)연도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대입원 입학전형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대학원입학 지원서
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대학원 입학 지원서 접수 및 입학 전형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
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유식별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대학원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여부
‣ 대학원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시 지원자격과 제출서류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예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20

.

.

○ 아니오

.
지원자:

강릉원주대학교대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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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외국인 지원서 체크리스트
(Application Checklist)
1)

이름(Full Name): 성(Surname)

이름(First Name)

2)

국적(Country):

3)

지원과정(Desired Degree Program): ☐ 석사(Master’s) ☐ 박사(Doctorate)

해당란에 체크해주세요(Please check (√) in the appropriate box)

제출 상태
(Submission Status)
네
아니오
(Yes)
(No)

지원 서류(Application Documents)
1

응시료(0원)

2

입학지원서(소정양식 p. 12~13)

3

학위과정 졸업(예정)증명서

4

학력조회서(소정양식 p. 14)

5

학위과정 전 학년 성적증명서(반드시 백분위 기재)

6

수학계획서(소정양식 p. 15)

7

이력서(소정양식 p. 16)

8

자기소개서(소정양식 p. 17)

9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소정양식 p. 18)

10

재정 및 신원보증서(소정양식 p. 19)
재정 및 신원보증서(붙임서류)
- 재정보증인의 미화 $12,000 이상 은행
예금잔고 증명서(1개월 이상 계속 예치)
또는 미화 $12,000 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 증명서 1부

11

- 한국체류 지원자는 미화 $12,000 이상 국내은행
(국내 개설 외국계 은행 포함) 예금잔고증명서 1부
- 재정보증인의
1.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재산세과세증명서

12

출신대학장(또는 지도교수 포함 2인 이상교수) 추천서

13

지원자 여권 사본

14

가족 신분증(거민신분증) 사본

15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영어능력 입증서류
/ 지원학과 교수 추천서
(입학기준 완화 대상: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 예체능학과 &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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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Remarks)

2021학년도 전기 모집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외국인 입학지원서
Graduate School,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Application Form of Admission for Foreign Student

사진
(Photo)
(3×4㎝)

한국어나 영어로 타자를 치거나 깨끗이 쓸 것(Please Type or Print Clearly in Korean or English)
1.인적사항(Personal Information)
1. 이름(Full Name)
- 한글(in Korean): 성

이름

- 한자(in Chinese): 姓

名

- 영어(in English): Surname

First Name

2. 출생국(Country of Birth) :
3. 국적(Nationality) :
4. 성별(Sex) : (

) 남(Male)

(

) 여(Female)

5. 생년월일(Date of Birth) :_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
년(Year)
월(Month) 일(Day)
6.주소(Mailing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ax: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여권번호(Passport No.):
8. 비상연락처(Guardians):
국내(In Korea)
이름(Name):
전화번호(Phone number):
관계(Relationship):
본국(In Home Country)
이름(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Phone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Relationship):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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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력 : 고등학교부터 기록(Educational Background : Including high school)
학 교 명
기간(Dates) (Name of High
학 과
(from∼to)
School or
(Department)
University)

전 공
(Major)

출신학교주소(Address , Zip code)

위

(Diploma/Degree)

TEL, FAX No.

Ⅳ. 귀하의 유학경비를 부담할 개인이나 기관명을

Ⅲ. 수학계획(Study Plan)

쓰시오

1. 입학을 희망하는 연도를 쓰고 해당 학기에 ∨표

(Indicate the person(including yourself) or

할 것
(Indicate the year and the semester you want to
enter)

organization that will be responsible for your
tuition fee and living expenses).
개인 또는 기관명(Name) :

연도(Year) _________
(

학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학기(Spring) (

) 2학기(Fall)

관계(Relationship) :

2. 학위과정 : (

) 석사(Mast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egree level) (

) 박사(Doctorate)

직업 : 개인인 경우(Occupation) :

) 기타(Other)

_____________________

(

주소(Address) :

3. 전공(Major) :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Phone No.) : ________________________
Ⅴ. 응시료 (Application Fee)

* 본인은 위의 지원자 유학기간 중 일체의 경비부담을

아래의 금액을 납입합니다(I have enclosed):

보증합니다.

- 응시료(Application fee) ₩0

I guarantee that I will be responsible for the abo

- 예능계 응시료(Application Fee for College of Arts)

-ve applicant's tuition fee and living expenses
for the duration of the program.

₩80,000

이름(Nam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Ⅵ. 생활관 입사 희망 여부(On-Campus Housing)
Yes: (

)

No: (

)
서명(Signatur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월일(Date)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
월(Month)

2019.

.

.

성

명(Name) :
- 13 -

일(Day)

서명(Signature) :

연도(Year)

학력조회서
(LETTER FOR VERIFICATION OF ACADEMIC RECORDS)
School Nam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hool Address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Zip Code :______________________
School Phone :_______________ FAX:___________________ Email:_________________________

Subject: VERIFICATION OF ACADEMIC RECORDS
To Whom It May Concern:
We are pleased to have the following individual, (write down your full name), graduated from your school, studying
here at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Your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are appreciated and will be
held confidentially. For your reference, the student’s Letter of Agreement is below.
If possible, a response from your office by fax will greatly help to expedite our processing of this individual’s
application. Thank you for cooperation.

Sincerely,
Director,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LETTER OF AGREEMENT
To Whom It May Concern :
I have applied to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Korea for 2019
academic year.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full assistance to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s.
Written by Applicant (지원자 본인이 직접 기록)
Applicant’s Information
Name:
Date of Birth :
Date of Admission :
Date of Graduation:
Major & Course:
Degree No.:
Signature :

Verification (To be completed by the Institute)
Please indicat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below
□Correct □Incorrect
□Correct □Incorrect
□Correct □Incorrect
□Correct □Incorrect
□Correct □Incorrect
□Correct □Incorrect
Additional Comments(if any):

Date:

▷ Respondent’s Information
Department
Name & Position
Office phone number
Email
Date
Signature

Please stamp the official seal
of your institution hear.

Thank you for your assistance.
Please return to this form via fax, email or post mail.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7, Jukheon-gil, Gangneung, Gangwon, South Korea 25457
TEL: 82-33-640-2766, 2767 FAX: 82-33-640-1703 Email: ciec@gw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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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학 계 획 서
(Statement of Purpose)
○ 과

정(Degree) : ☐ Master’s 석사과정 ☐ Doctoral 박사과정

○ 지원학과(Department) :
○ 전

공(Major) :

○ 성

명(Full Name) :

1. 희망연구분야(Field of Study and Goal of Study) :

2. 진학동기(Motivations for Applying ) :

3. 연구방법 및 진행계획(Specific research plans):

년(Year)

월(Month)

지원자(Applicant) :

일(Day)

서명(Signature) :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To Dean of Graduate School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 반드시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글자크기 10, 2장 이내로 작성하세요.
Please type in Korean or in English. The statement of purpose must be single spaced with no more than TWO pages,
with the font Times New Roman, size 10. (*10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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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력

서

사진

(Resume)

(Photo)
(3×4㎝)

○ 인적사항
성 명

한 글(Korean)

한 자
(Chinese name)

신분증번호
(Registration No.)

영 문(English)

Name in full
성별
생년월일
(Sex)
(Date of birth)
주 소
(Mailingaddress)
전화(본국)
(Phone number)

국 적
(Nationality)

E-mail

○ 가족사항(Family)
관 계(Relationship)

성 명(Name)

나 이(Age)

직 업(Occupation)

○ 학력사항(Academic background)
기간(Dates) (from∼to)

학 력(Academic background : Since High School)

～
～
～
～

○ 경력사항(Work experience)
기간(Dates) (from∼to)

경 력 사 항(Work experience)

～
～
～
～

지원자 성명(Name of Applicant):

서명(Signature):

※ 반드시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함(2장 내외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Please complete the above in Korean or English no more than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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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소 개 서
(Personal Statement)
○ 과

정(Degree) : ☐ Master’s 석사과정 ☐ Doctorate 박사과정

○ 지원 학과(Department) :
○ 전

공(Major) :

○ 성

명(Full Name) :

년(Year)

월(Month)

지원자 성명(Name of Applicant):

일(Day)
서명(Signature) :

강릉원주대학교대학원장 귀하
To : Dean of Graduate School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 성장과정, 가치관, 학습 배경 및 업무 경험, 학업 종료 후 계획 등 포함하여 작성하세요.
Please write your course of life, your view of life, your education and work experience, future plan after
study, etc.
※ 반드시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글자크기 10, 2장 이내로 작성하세요.
Please type in Korean or in English. The statement of purpose must be single spaced with no more than TWO pages,
with the font Times New Roman, size 10. (*10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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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nt Form for Collecting & Using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for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will be only used for admission screening.
-Categories of personalinformation: Required item-information of applicant[name, ID number(In
the case of admission for foreigners : Foreign ID number or passport number), address,
telephone number, mobile number, school information(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enrolling
or affiliated school name, graduation(expected) date.
-The purpose of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 Graduate school admission
screening.
-Possession and using period for personal information: once personal information is not needed
such as passing the period of posse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chieving the processing
purpose, deletion of the relevant personal information will take place promptly.
*You have the right to refuse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you will not
be able to apply for the graduate school admission.
Do you agree on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Yes

No

Consent for collecting and using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GWNU is collecting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ID number, foreign ID number, passport
number) to process receipt application documents and admission screening.
Legal basis: Article 73(Processing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If collecting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is refused, graduate school admission documents
are not able to be received.
Do you agree on collecting and using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Yes

No

Check for prevention of false application and fabrication of qualification for application
-If the applicant falsely applies for the graduate school, this will render the application void
according to criminal law and the applicant will be subject to punishment.
-If the qualification and documents are false, acceptance will be canceled.
Did you understand the above information?

Yes

20 .

No

.

Name of Applicant:

.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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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신원보증서
(Financial and Character Assurance)
○ 피보증인(지원자)Applicant
성 명
(Full Name)
성 별
(Sex)
직장 및 직위
(Place and position
of employment)

한자성명
(Chinese Name)

생년월일

국 적

(Date of birth)
○ 직장(Place) :

(Nationality)

○

직위(Position) :

주소(Address)
○ 보증인(Guarantor)
성 명
(Name in full)
성 별
(Sex)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직장 및 직위
(Place and position
of employment)

생년월일
(Registration No.)

○

직장(Place) :

○

직위(Position) :
전화번호

주소(Address)

(Phone)

본인은 위의 피보증인 신원이 명확함과 유학기간 중 일체의 경비부담을
보증하며, 아울러 대한민국에 도착한 후 국내법과 학칙을 준수하고 학업에
충실히 임하게 할 것을 약속하며, 만일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
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I hereby certify the applicant's identification and guarantee I will be responsible
for his/her tuition fee and living expenses for the duration of the program. I confirm
that the applicant will abide by national rules and school rules and the applicant will
do his/her best to study.
I pledge that I will be responsible for any problem concerning the applicant.)

년(Year)

월(Month)

보증인(Guarantor):

일(Day)
서명(Signature):

강릉원주대학교대학원장 귀하
To Dean of Graduate School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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