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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형일정(공통)

구

분

일

시

장

소

안내사항

인터넷 원서접수

2022. 1. 3.(월) 09:00 ~
2022. 1. 7.(금) 18:00

ㆍ(주)유웨이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서류제출
(온라인)

2022. 1. 3.(월) 09:00 ~
2022. 1. 7.(금) 18:00

ㆍ온라인 업로드

ㆍ유웨이어플라이를
통한 온라인 업르드
(1.7.(금) 18:00 까지)

2022. 1. 18.(화) 09:30

ㆍ우리 대학교
별도 지정장소

ㆍ수험표, 신분증 지참

전공논술·실기고사

심층면접고사

합격자 발표 2022. 1. 26.(수)

ㆍ개별통보 하지않음
ㆍ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www.nuch.ac.kr)

발표
추가합격자
발표

2022. 2. 7.(월)

합격자 등록 2022. 1. 27.(목) ~ 1. 28.(금)

등록
추가합격자
등록

2022. 2. 8.(화) ~ 2. 9.(수)

ㆍ개별통보 병행

ㆍ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ㆍ전국 농협 또는 우체국, 납입고지서를 본인이 직접
가상계좌
출력하여 납부
ㆍ은행 영업시간 내에 한함 ㆍ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시
합격 취소

※ 상기 일정은 학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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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인원(명)
단과대학

기술과학대학

모집단위(학과)

정원내
일반편입학

정원외
학사편입학 외국인

전통건축학과

2

-

○

전통조경학과

1

-

○

문화재보존과학과

1

-

○

전통미술공예학과

2

1

○

무형유산학과

2

-

○

문화재관리학과

4

-

○

융합고고학과

2

-

○

14

1

○

계

문화유산대학

계

※ 전통미술공예학과 일반·학사편입학: 전통도자 전공 모집
※ 정원외 외국인전형: 정원제한 없이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수준 등을 종합적 판단하여 선발
※ 우리 대학교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않을 수 있음
Ⅲ. 지원자격 및 자격제한
1. 지원자격
가. 공통사항
1) 전적대학의 계열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다만, 전통건축학과 편입학은 학과 명칭이
“건축” 등 동일계열로 분류되는 학과로 한하며, 전통조경학과 일반 편입학은 조경․건축 계열에
한함
2) 모집단위별 추가 지원자격을 만족해야 함
나. 일반 편입학
1)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학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예정)한 자로 6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외국 대학 수료자는 이수학점, 학기요건 기타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65학점 미만인 자는 전적대학 졸업소요학점의 1/2이상을 취득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국·내외 전문대학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점 취득자 중 전문학사 취득(예정)자
및 학사학위과정자(2학년이상 수료)로 65학점 이상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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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사 편입학(정원외)
1)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학 포함)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2) 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3) 기타 법령에 의거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외국인(정원외)
1) 부모 및 지원자 본인의 국적이 모두 외국인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에 상응
하는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2)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예정)한 자로
65학점이상 취득하였거나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3)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마. 모집단위별 추가 지원자격
1) 공인영어성적: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외국인 별도 기준)
TOEFL
모집단위(학과)

TOEIC

전 학과
(전통미술공예학과 제외)

700점 이상

TEPS
CBT 기준

IBT 기준

PBT 기준

170점 이상

60점 이상

500점 이상

600점 이상

※ 전통미술공예학과의 경우 공인영어성적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우수성 입증자료로 제출 가능
※ 공인영어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정기시험만 인정
2) 전적대학 성적
○ 일반편입: 전적대학 성적평균(100점 만점 환산점수 기준)이 70점 이상인 자. 다만,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전적대학 각각의 성적도 70점 이상이어야 함
○ 학사편입: 최종출신대학 전 학년 성적 평균(100점 만점 환산점수 기준)이 80점 이상인 자.
다만, 전적 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전적대학 각각의 성적도 80점 이상
이어야 함

* 서류제출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 단, 전통미술공예학과 전통도자 지원자에 한하여 지도예정교수확인서[붙임3 서식] 제출 시 어학 기준 적용 제외

3) 외국인 어학능력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2. 지원자격 제한
가. 2022년 2월 졸업(수료)예정자로 우리 대학교 서류제출기한까지 2021학년도 2학기 성적이
산출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는 자

※ 단, 전적대학의 사정에 의해 2021학년도 2학기 성적이 기한 내 산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학기를 제외하고도 지원요건(학점･성적)을 충족하거나 추가증빙이 가능할 때 지원 가능

나. 전적대학에서 징계 및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
다.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우리 대학교 재적생(재·휴학) 및 자퇴·제적생은 일반편입 지원 불가
라. 학사편입 재학 중인 자는 일반편입에 지원할 수 없음
마. 지원자격 미달자는 다른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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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배점
전
공
논술고사

심
층
면접고사

전
공
실기고사

총 점

전통건축학과

100점

100점

-

200점

전통조경학과

100점

100점

-

200점

문화재보존과학과

100점

100점

-

200점

전통미술공예학과

-

100점

100점

200점

전 형

모집단위(학과)

공 통

※

포트폴리오제출

무형유산학과

100점

100점

-

200점

문화재관리학과

100점

100점

-

200점

융합고고학과

100점

100점

-

200점

※ 전통미술공예학과 지원자의 경우, 심층면접고사 시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전형(정원외)의 경우 심층면접고사(200점)로 합격자를 선발함(어학능력, 제출서류 등을 통한 종합평가)
2. 전공논술･실기고사
가.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사전입실

장 소

2022. 1. 18.(화) 09:30
과목 1

2022. 1. 18.(화) 09:40 ~ 10:40
우리 대학교

전공
논술고사
과목 2
전공실기고사

나. 시험시간: 과목별 60분

2022. 1. 18.(화) 10:50 ~ 11:50
2022. 1. 18.(화) 09:40 ~ 11:10

＊ 실기고사: 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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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지정장소

다. 모집단위별 시험과목
1) 전 학과(전통미술공예학과 제외)
모집단위(학과)

시험과목

문제유형

교재명 및 참고도서 등

전통건축학과

한국건축사

논술형

한국건축의 역사(김동욱, 기문당)
한국건축통사(대한건축학회)

전통조경학과

조경계획

논술형

조경계획․설계(주신하,임승빈, 2006, 보문당)

논술형

문화재보존과학개설(김성범 정광용 역)
문화재보존과학(이오희)
문화재를 위한 보존방법론(서정호)
보수 사례로 본 석조 문화재 보존(한병일)
문화재 보존과학의 원리(전경미 역)

논술형

한국미술의 역사(김원용 외), 시공사

논술형

문화유산학개론(신희권, 사회평론아카데미)

한국고고학

논술형

한국고고학강의(한국고고학회)

고고학개론

논술형

고고학 세계로의 초대(이희준 역)
현대고고학의 이해(이희준 역)

보존과학개론
문화재보존과학과
수복기술개론
무형유산학과

한국미술사

문화재관리학과 문화유산학개론

융합고고학과

※ 불합격 판정 기준(과락): 시험과목 1개 이상 배점의 40% 미만 성적을 취득한 자
2) 전통미술공예학과
전공

실기과목

학생 준비물

배점

소요시간

전통도자

물레성형

헤라, 스폰지 등 개인도구

100점

90분

※ 불합격 판정 기준(과락): 실기고사 배점의 40% 미만 성적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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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층면접고사
가. 일

시: 2022. 1. 18.(화) 14:00

나. 장

소: 각 학과 지정장소

※ 시험 당일 사정에 따라 면접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다. 면접방법
1) 1인당 면접시간: 약 15~20분
2) 2명 이상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실시
라.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일반소양평가
전공적성평가

평가 항목

배 점

-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세

20

- 의사소통능력

20

- 인성

20

- 전공관련 지식 및 문제해결력

40

총 점

100점

※ 전통미술공예학과 실기전공 지원자는 심층면접고사 시 포트폴리오 제출
※ 외국인전형 200점 만점으로 환산
마. 불합격 판정 기준
1) 면접위원 평균점수가 40% 미만이거나
2) 면접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매우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
3) 면접 불참자

Ⅴ.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선발방법
1. 합격자 선발
가. 모집단위별 총점 성적순으로 선발함
나. 우리 대학교가 정한 지원자격에 미달된 자, 서류 미제출자 및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2. 동점자 처리기준
가. 1순위: 전공논술고사(전통미술공예학과 실기전공 지원자: 전공실기고사) 성적 상위자
나. 2순위: 심층면접고사 성적 상위자
다. 3순위: 생년월일 연소자

3. 추가합격자 선발
가. 추가합격 후보자는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함
나. 합격자가 지정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예비 합격
후보자 성적순에 따라 결원을 충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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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입학지원서 접수(온라인) 및 전형료
1. 입학지원서 접수[인터넷(온라인) 접수만 실시]
가. 접수기간: 2022. 1. 3.(월) 09:00 ~ 1. 7.(금) 18:00까지
나. 접수절차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http://www.nuch.ac.kr) 배너 연계 연결
ㅇ 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ㅇ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ㅇ

반드시 지원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입학원서 접수 사이트에 회원
으로 가입하여야 함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22학년도 편입학 모집 지원서 접수 선택

▪▪▪

ㅇ

지원서 접수 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웨이어플라이
(1588-8988)로 문의하기 바람

↓
유의사항 확인 및 입학지원서 입력

▪▪▪

↓

ㅇ
ㅇ

여권용 컬러사진(3.5㎝x4.5㎝) 첨부
수험생 유의사항,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 등 확인

전형료 결제 전 입력사항을 철저히 확인
ㅇ 전형료 결제 완료 후에는 원서 입력 사항에 대해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함
※ 전통미술공예학과 실기전공 지원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전공을 반드시 명시
ㅇ

입학지원서 입력사항 확인

▪▪▪

↓
전형료 결제(전자결제)

▪▪▪

ㅇ
ㅇ

전형료(40,000원)와 별도의 수수료(5,000원)가 부담됨
전형료 결제 후에는 전형료가 반환되지 않음

↓
ㅇ
접수증 출력

▪▪▪

접수증(수험표)은 출력하여 면접고사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
※ Ⅶ. 제출서류 확인
※ Ⅸ. 유의사항 확인

↓
접수완료

▪▪▪

ㅇ

수험번호가 생성되어야 접수가 완료된 것이므로 반드시 수험표를
출력하여 확인

↓
해당 제출서류 제출(온라인 제출)

▪▪▪ ㅇ

Ⅶ.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서류(온라인)제출

▪▪▪ ㅇ

발송 후 2～3일 후에 학생과(041-830-7124,7126)로 확인하기 바람

↓
제출서류(온라인) 도착 확인

2. 전형료: 45,000원[전형료(40,000원) + 별도의 수수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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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제출서류
1. 공통사항
가. 인터넷 접수 후 해당서류를 모두 온라인으로 업로드 해야 함
나.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한 입학원서(사진은 업로드) →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기타서류 순으로 압축하여 온라인 제출하여야 함
다. 원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우측상단에 수험번호와 지원학과를 기재하여야 함
라. 모든 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을 제출함이 원칙이고 외국어로 된 각종 증명서는 한국어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해외 학교 성적 및 졸업·수료(예정)증명서는
공증 외에 반드시 재외공관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붙임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안내” 참조)
마. 공인영어성적표 원본 반환을 원하는 자는 발신용 봉투(본인 주소, 성명 기재)를 반드시 동봉해야 함
바. 성적증명서는 평점평균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예시 90.00/100 만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사. 2022년 2월 졸업(수료) 예정자는 합격 후 2022. 2. 18.(금)까지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
증명서를 학생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 미제출 시 합격 취소
ㅇ 주 소: (우)33115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과 편입학 담당자 앞
아. 중국에서 졸업한 경우 학위의 증명은 China Academic Degree & Graduate

Education

Development Center의 학위증명서를 추가하여 첨부(http://www.cdgdc.edu.cn 참조)
자.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성적증명서 제출(온라인 업로드)해야 함
차. 전통미술공예학과 실기 전공 지원자가 제출한 포트폴리오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카.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함
타.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2. 일반편입학 지원자
가. 편입학 지원서(인터넷 접수 후 온라인 업로드) 1부
나. 4년제 대학 2학년 수료(예정)자: 수료(예정)증명서 각 1부
다.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1부
라. 전적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100점 만점 환산점수 반드시 기재된 것)
마. 2020년 1월 7일 이후에 취득한 공인영어성적표(TOEFL, TOEIC, TEPS) 1부

※ 전통미술공예학과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공인영어성적표 제출 가능(참고자료 활용)
바. 전통미술공예학과 실기전공 지원자: 포트폴리오 1부(심층면접고사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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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사편입학 지원자
가. 편입학 지원서(인터넷 접수 후 온라인 업로드) 1부
나.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다.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100점 만점 환산점수 반드시 기재된 것)
라. 2020년 1월 7일 이후에 취득한 공인영어성적표(TOEFL, TOEIC, TEPS) 1부

※ 전통미술공예학과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공인영어성적표 제출 가능(참고자료 활용)
마. 전통미술공예학과 실기전공 지원자: 포트폴리오 1부(심층면접고사 시 제출)

4. 외국인 지원자
가. 편입학 지원서(인터넷 접수 후 온라인 업로드) 1부
나. 대학 졸업(예정) 또는 수료(예정) 증명서 1부
다.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100점 만점 환산점수 반드시 기재된 것)
라. 언어능력 증빙서류 1부(TOPIK)

* 전통미술공예학과 전통도자전공 지도예정교수확인서(서식3) 제출 시 제외
마. 학력조회 동의서 1부 * 서식참조
바. 초․중․고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1부
사. 지원자 및 부모 국적 증명서 각 1부
아. 지원자 및 부모 여권사본 각 1부
자.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본인 관계 표시)
차. 재정보증인의 은행예금잔고증명서(USD $5,000 이상) 1부
카. 전통미술공예학과 실기전공 지원자: 포트폴리오 1부(심층면접고사 시 제출)

* 기타 입학관련 증명을 위해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5. 서류제출(온라인)방법
가. 제출기간: 2022. 1. 3.(월) ~ 1. 7.(금) 18:00까지
나. 제출방법

ㅇ 온라인 제출: 2022. 1. 3.(월) ~ 1. 7.(금) 18:00 이내 도착분
다. 관련문의
ㅇ 전 화: 041-830-7124, 7125, 7126(학생과 입학팀)
라. 유의사항
ㅇ 서류 미제출 시 전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서류 업로드 여부(개별 연락하지 않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ㅇ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일 내에 업로드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교에 책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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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합격자 발표: 2022. 1. 26.(수),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개별통보 하지 않음)

나. 합격자 등록
1) 등록금고지서 교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출력
2) 등록금 납부: 2022. 1. 27.(목) ~ 1. 28.(금), 영업시간 내 납부
3) 등록금 납부 장소: 전국 농협 또는 우체국, 가상계좌

* 대학의 사정에 따라 고지서 교부 및 납부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2. 추가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개별통보 병행)

가. 합격자 발표: 2022. 2. 7.(월),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나. 합격자 등록
1) 등록금고지서 교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출력

2) 등록금 납부: 2022. 2. 8.(화) ~ 2. 9.(수), 영업시간 내 납부
3) 등록금 납부 장소: 전국 농협 또는 우체국, 가상계좌

Ⅸ. 유의사항

이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름
1. 지원관련 유의사항
가. 인터넷 지원서 접수 시 출신대학(교), 학과(전공) 및 성적 등 모든 사항은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을 유의하기 바람
나. 전적대학이 2개교 이상일 경우 인터넷 지원서 접수 시 “출신대학(교) 및 학과(전공), 성적”
란에 모든 전적대학 및 성적을 입력하여야 함
다. 입학 지원서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3.5*4.5cm) 파일을 첨부(업로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업로드하지 못한 자는 지원서에 부착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동일 원판의 사진 1매를 수험표에 부착하여 예비 소집일에 지참하여야 함
라. 인터넷 지원서 접수를 완료(전형료 결제)한 후에는 지원서 기재사항의 수정 및 접수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입력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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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접수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교체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바. 제출서류를 해당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형평가 대상
에서 제외함

2. 전형관련 유의사항
가. 전공논술‧실기고사, 심층면접고사 당일에는 수험표 외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나. 고사장 내에서는 전자기구(핸드폰, 무선통신기구, 전자사전, PDA, PMP, MP3 등)를 사용
할 수 없으며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응시자격을 박탈함
다. 지원자가 지정된 전형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결시하면 불합격 처리함
라. 지원자격 미달자 및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 사실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합격 또는
입학취소가 된 자에게는 향후 우리 대학교의 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편입학 평가내용 및 성적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
바. 2022년 2월 23일을 기준으로 해당학기의 수료 또는 졸업 예정자가 해당 연도에 수료나
졸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며, 졸업예정자는 2022. 2. 25.(금)까지 졸업증명서
및 수료증명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우리 대학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상적인 학업이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
인원과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자. 전형기간 중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지원서의
연락처로 연락 시 미응답,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지원자의 책임임을
유의하기 바람(연락처 변경 시 학생과로 연락바람)

3. 등록관련 유의사항
가. 합격자 발표 및 등록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합격자 발표 당일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 게
시한 합격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
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임
나. 우리 대학교에 합격되었을 때는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등록금 납부)을 마쳐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하고 차순위자에게 합격을 통보함
다. 등록금 납부는 정해진 기간 중 은행과 우체국 영업시간 내에 완료해야 함
라. 등록금 고지서는 등록기간 전까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므로, 등록금 고
지서를 본인이 출력하여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함
마. 타 대학교에 합격 또는 학적을 보유한 자는 우리 대학교 입학 전에 이전 대학의 학적을
정리하여 이중등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중학적이 확인되면 우리 대학교 관계
규정에 따라 합격을 무효하고 제적처리 함
바. 우리 대학교에 편입학 후, 학점인정 및 교과목 이수는 우리 대학교 학칙 및 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재학기간이 연장 될 수 있음
사.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대학교 학생과(☏ 041-830-7124, 7125, 7126)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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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안내

○ 아포스티유 협약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임.
-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가입국 현황 : 미․영․중․불․독․러 등 118개국

지역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18개국)

중국일부(홍콩, 마카오), 몽골, 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사모아, 통가, 니우에, 바누아투, 타지키스탄, 필리핀

유럽
(52개국)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산마리노,
몬테네그로, 조지아, 코소보, 키르키즈스탄, 보스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북미(1개국)
중남미(30개국)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가이아나,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 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칠레, 파라과이, 과테말라,
볼리비아, 브라질

아프리카(13개국)
중동(4개국)
1.

카보베르데, 상투메프린시페,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말라위, 모리셔스, 브룬디, 세이셸, 튀니지
모로코, 바레인, 오만, 이스라엘

가입국 출신 지원자 (사립학교 출신인 경우 먼저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 발급기관: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대한민국의 경우 외교부)

※ 국가별 아포스티유 관련기관 정보는

-

제출방법

:

제출서류에 대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hcch.net - Apostille Section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

“

에서 발급받아 제출
(

2.

참고)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으로 대체 가능함.

미가입국 출신 지원자
- 발급기관: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
-

제출방법: 제출서류에 대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해당국 소재 한국
영사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3.

주의사항
-

한국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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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

367, B aekj emun-R o, G yuam-M yeon, B uyeo-gun, Chungcheongnam-Do, 33115, Korea

D ate:

.

+82-41-830-7124,

.

S tudent

S ub j ect:

*

code:

Name:

http:/
/
www.nuch .ac.k r

*

University Address:
(Zip

+82-42-830-7040

.

University Name:

*

Fax

T el:

*

Fax:
S tudent

V erif ication

of

Academic

ID

Numb er:

)

*

R ecord

Dear Sir/Madam

The

above applicant has

submitted

educational documents

university to our university. We ask
of contents

you to verify the

issued by

your

accuracy and authenticity

of 'Letter of Consent' of enclosed documents.

We

need your

confirmation about his/her degree, major field, and the date of degree
It would be

appreciated if you kindly

form and forward it to the
Thank

above

verify

the

administrative

you for your cooperation. We

items, completely

fill

address by

awarded.
out the
,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Sincerely,

Office of Record and Registration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tural

Heritage

You must fill in this * marks only.

Student name:
Name of Degree(Diploma) Awarded:
Major:
Date of Degree Awarded:
I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complete and correct to the records of this institution and
that the contents of 'letter of consent' is an accurate record of the above student' academic work.

Print Name:
Signature:
Phone#:

Title:
Date:
FAX#:
(Official Seal or Stamp)

- 14 -

LET T ER

To whom it may

OF

CO NS ENT

concern;

* Uni versity

This letter is
I

hereby

request

to

confirm that

authorize
my

attended, in

that

academic

I graduated

Korea National

and

personal

connection with the

Name

(

).

University

of Cutural

information

from

Heritage

each

admission process.

Name: *
Date of birth: *(mm)

(dd)

(yy)

Date of Degree awarded: *(mm)

(yy)

Dates of attendance: *From (mm)
Type of Program: * bachelor's

(yy)

/ master's

To (mm)

(yy)

(※choose one)

Name of Degree / Major: *
Degree Registration No.: *

Sincerely yours,

*

*

Signature

※

(mm)

Date

You have to fill this * marks out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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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may officially

institution

(yy)

I

have

붙임3]-외국인

[

수학능력 확인서
(Confirmation letter for Research Capability)
ㅇ 지 원 학 과: 전통미술공예학과
ㅇ 지 원 전 공: 전통도자 전공
ㅇ 성

명:

상기자는 2022학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편입학 외국인전형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자의 수학능력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기재

2021 년

월

일

(지도예정교수)
학 과:
성 명:

(인 또는 서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 응시자가 수학능력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학한 경우 졸업 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과
일정시간의 한국어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사항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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