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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
과
대

모집단위 모집인원

호텔
관광
대학

글로벌호텔경영학과

모집인원 제한 없음

호텔외식조리학과

인재
개발
대학

사회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중등특수교육전공

초등특수교육전공

군사학과

항공
대학

항공운항서비스학과

항공안전관리학과

항공운항학과

헬리콥터UAM조종학과

항공정비학과
항공기계전공

항공전자전공

항공모빌리티학과

과학
기술
대학

AI컴퓨터공학과

친환경에너지공학과

해킹보안학과

글로벌반도체공학과

의료
보건
과학
대학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사회체육학과

미디어
예술
대학

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미디어영상제작학과

연극연기학과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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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일정

1차 모집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원서접수
창구 또는 

우편

2022. 04. 25(월) 09:00

    ~ 2022. 05. 06(금) 17:00
충북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76-32 

[입학처]

접수마감일은 17:00까지 

도착분만 인정

추가서류 

제출

창구 또는 

우편

2022. 04. 25(월) 09:00

    ~ 2022. 05. 06(금) 17:00

모집요강 내 전형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영사확인, 아포스티유(또는 교육부) 인증서류 제출대상자의 경우

기간 내 제출이 불가 할 시 본교 대외협력처의 허가 하에

표준입학허가서 교부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단,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되고 표준입학허가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해당자에 한함)

서류전형 2022. 05. 09(월) ~ 05. 11(수)

합격자발표 2022. 05. 16(월) 개별통보

등록기간 2022. 05. 16(월) ~ 06. 17(금)
고지서 출력

지정계좌(은행)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2차 모집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원서접수
창구 또는 

우편

2022. 06. 20(월) 09:00

    ~ 2022. 06. 24(금) 17:00
충북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76-32 

[입학처]

접수마감일은 17:00까지 

도착분만 인정

추가서류 

제출

창구 또는 

우편

2022. 06. 20(월) 09:00

    ~ 2022. 06. 24(금) 17:00

모집요강 내 전형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영사확인, 아포스티유(또는 교육부) 인증서류 제출대상자의 경우

기간 내 제출이 불가 할 시 본교 대외협력처의 허가 하에

표준입학허가서 교부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단,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되고 표준입학허가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해당자에 한함)

서류전형 2022. 06. 27(월) ~ 06. 29(수)

합격자발표 2022. 07. 04(월) 개별통보

등록기간 2022. 07. 04(월) ~ 07. 22(금)
고지서 출력

지정계좌(은행)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3차 모집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원서접수
창구 또는 

우편

2022. 07. 25(월) 09:00

    ~ 2022. 07. 29(금) 17:00
충북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76-32 

[입학처]

접수마감일은 17:00까지 

도착분만 인정

추가서류 

제출

창구 또는 

우편

2022. 07. 25(월) 09:00

    ~ 2022. 07. 29(금) 17:00

모집요강 내 전형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영사확인, 아포스티유(또는 교육부) 인증서류 제출대상자의 경우

기간 내 제출이 불가 할 시 본교 대외협력처의 허가 하에

표준입학허가서 교부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단,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되고 표준입학허가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해당자에 한함)

서류전형 2022. 08. 01(월) ~ 08. 04(목)

합격자발표 2022. 08. 05(금) 개별통보

등록기간 2022. 08. 05(금) ~ 08. 11(목)
고지서 출력

지정계좌(은행)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등록이 완료되어야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 받는 즉시 사증 발급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15일(목) 까지 사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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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서접수 안내

 가. 창구 및 우편접수
  1) 본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창구에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추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하며 발송 후 전화로 도착확인을 하여야 함.

  3) 미비 된 원서 및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절 접수하지 않으며, 누락 및 착오로 인한 불

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추가서류 제출
  1) 지원자는 제출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하며, 미제출시 불합격처리 되므로 아래 마감

     시한을 지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지원자는 반드시 전화로 제출서류 도착을 확인하도록 함.

  3) 배달 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접수마감 후 도착한 원서 및 추가서류는 일절 접수하지 않음.

  4) 추가서류는 제출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5)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함.

  7) 공식적인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성적, 학력 등의 기재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8) 추가서류는 기한 내에 미제출시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하므로 빠짐없이 제출해야함.

  9) 최종합격자 중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지원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졸업 또는 수료  

증명서를 입학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10) 제출주소: (우)27601 충북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76-32 극동대학교 입학처 귀중【입학원서 재중】

4. 전형료

전형유형 전형료

전체 전형 면제  

5.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서류전형 계

전체 전형, 전체 모집단위
비율 100% 100%

배점 1,000점 1,000점

 나. 서류평가
  1)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를 전공적성 적합도(200점), 지원동기(200점), 학업계획(200점), 졸업 

후 진로(200점), 문장력(200점)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함.(총점 1,000점)

  2) 평가위원(2~3인으로 구성)의 평균 성적을 반영함.

 다. 선발방법
  1) 합격자는 모집단위별 성적순으로 선발함. 

  2) 서류전형 평가 성적이 600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불합격 처리함.

  3) 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일 경우 ❶전공적성 적합도, ❷지원동기, ❸학업계획, ❹졸업 후 진로, 

❺문장력 순으로 순위를 결정함.

  4) 제출 서류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자는 불합격 처리함.

  5) 기타 사항은 본교 2022년도 대학입학 사정지침에 의하여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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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형유형별 모집안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가. 지원자격

  1) 기본 학력요건

초∙중∙고등학교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사람

   2) 일반적 자격기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복수 국적자 제외)으로서 아래의 조건과 어학자격을 갖춘 사람

    가) 재학 인정 기준

     (1)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 소재 학교(외국인학교)를 불문하고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하면 자격요건 부여(복수 국적자 제외)

     (2) 12년 미만 학제 졸업 인정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은 우리나

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 11학년제, 12학년제의 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나) 학생 및 보호자 등의 조건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에서 거주 및 체

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단, 보호자의 외국국적 증명과 학생과의 가족관계사실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함.

   3) 어학자격 : 과정별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과정 어학 지원 자격

한국어

사용과정

입학

 - TOPIK 3급 이상

 - 국내 대학교 한국어교육기관 3급 이상 수료한 자

 - 본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상당) 합격자

   (별도 계획 의거, 자체시험 시행 예정)

  *졸업 전 TOPIK 4급 이상 취득해야 함

영어

사용과정

입학

 - TOEFL(IBT 71, CBT 197, PBT 530), IELTS 5.5, TEPS 600 이상

 ※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 서류(졸업증명서 등)로 영어 능력 시험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입학 가능

 ※ 어학능력 증명서류는 2020년 09월 이후에 취득한 성적만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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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출서류

7. 지원자 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반드시 1개의 모집단위로 지원하며 계열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함.

  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에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제출서류에 대해 추후 별도의 조회를 거쳐 위조 혹은 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라.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가 불가함.

  마.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을 한 이후, 관련 기관의 사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사.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구분 추가서류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1부.
2.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가, 나, 다 중 택일)
 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
 나. 출신학교가 위치한 국가의 한국영사 또는 주한 출신학교 소재지 국가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
 다.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력·학위인증보고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사본(중국 내 학력 취득자에 한함)
3.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각 1부.
4. 지원자와 부모의 관계입증서류 1부.
 가. 중국국적 : 호구부 사본 및 친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나. 기타국적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해당국 정부기관이 발행하고 국적 취득시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5. 외국국적 증명서 각1부. (학생 :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6.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 (학생, 부모는 해당자에 한함)
7. 재정보증서류 원본 1부.
 ※ 본인 혹은 부·모 명의 계좌에 USD 12,000 이상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8. 어학능력 증명서류 원본 1부.
9.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1부.(서류전형 지원자에 한함)

한국어/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영어로 번역, 공증 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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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체검사

가. 해당학과: 항공운항학과, 헬리콥터UAM조종학과

1) 신체검사 대상자: 항공운항학과, 헬리콥터UAM조종학과 전체 지원자

2) 인정되는 신체검사: 아래 가) 또는 나) 중 신체검사 진행 후 결과물 제출

  가) 공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공군: 항공우주의료원)

  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검사(민간 화이트카드: 국토교통부 지정 의료기관)

3) 신체검사 일정 및 결과 제출

 가) 공중근무자 신체검사(공군)

   -2022학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군 신체검사 수검이 불가합니다. 단, 2022학년도 대입 목적으로 

실시한 공군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본교 입시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 항공안전법시행규칙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검사(민간 화이트카드)

   -신체검사 신청: 국토교통부 지정 의료기관에 수험생이 예약 및 수검 등 모든 절차를 마친 후 결과물 제출

   -결과제출: 추가제출서류 기한 내에 제출

   -제출서류: 2021. 9. 1 이후 검사결과만 유효

      ①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증명신청서 판정결과 “적합”자만 지원가능. 단, 조건부적합의 경우 입시관리위원회 심의 후 결정)

      ② 항공신체검사증명서(화이트카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국토교통부 지정 의료기관 안내: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홈페이지(http://www.asmak.or.kr/) 팝업 공지 

참고

4) 신체검사 관련 유의사항

  가) 신체검사 비용은 수험생 부담

  나) 신체검사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만 반영하며, 미실시(결과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

  다)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군항공우주의료원, 국토교통부 지정 의료기관 또는 우리 대학교 

입시관리위원회에서 결정

http://www.asm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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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1]

Overseas Korean and Foreigners

Recruitment Application Form

Application

Number

* To be filled out by
University

S
c
r
e
e
n
i
n
g

Category  Freshman(  )  Transfer 2nd year(  )  Transfer 3rd year(  )

Photo

(Within last

6 months)

(3cm × 4cm)

Classification
□ Overseas Korean and foreigners(within 2%) □ Foreigner whose parents are both

foreigners

□ Completed prior education curriculum □ North Korean defector

Department  College  Department

A

p

p

l

i

c

a

n

t

Name
(Korean) (English / Native)

Resident/Foreign
Registration No. -

Date of 
Birth Nationality

Educational

Background

Period:(  ,  ,  ~  ,  ,  ) YYYY/MM/DD ~ YYYY/MM/DD

Country:  , (  )Elementary school, Graduated:(  )Year
Period:(  ,  ,  ~  ,  ,  ) YYYY/MM/DD ~ YYYY/MM/DD

Country:  , (  )Middle school, Graduated:(  )Year
Period:(  ,  ,  ~  ,  ,  ) YYYY/MM/DD ~ YYYY/MM/DD

Country:  , (  )High school, Graduated/planned:(  )Year
Period:(  ,  ,  ~  ,  ,  ) YYYY/MM/DD ~ YYYY/MM/DD

Country:  , (  )University, Graduated/planned:(  )Year

Address

Contact

Info.

Phone E-mail

Contact1 Contact2

※ Required – Domestic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must be filled out. Any disadvantages due
to incomplete or wrong information are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applicant.

G

u

a

r

d

I

a

n

Primary

Guardian

Name Contact1

Relation Contact2

Secondary

Guardian

Name Contact1

Relation Contact2

Privacy usage 
agreement Yes(  )  No(  )

I apply for admission to Far East University with all the prescribed documents.

 Applicant:                      Signature:                   Date:      ,    , 20 

Dear President of Far East University Confirm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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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과정에서 수집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처리되며 그 과정에서 대학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기재된 수집 항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필수)>
목적 항목 보유기간

대입원서접수및대입전형 이름, 모집단위(지망학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전화번호(1개), 이메일,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전화번호), 전형구분,
모집단위(지망학과) 처리목적달성시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Agrreed  □ Disagreed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선택)>
목적 항목 보유기간

대입원서접수및대입전형 추가전화번호(1~4개), 환불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자기소개서 처리목적달성시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선택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Agrreed  □ Disagreed
※ 선택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일부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처리사유 개인정보항목 수집근거
대입원서접수및대입전형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등의경우 : 외국인등록번호또는여권번호) 고등교육법시행령제73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정보주체 외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

▪ 감염예방법(제6조4항) 및 재난안전법(제74조3항),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1항3호)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민감정보)의 수집출처 개인정보의처리목적 개인정보처리정지요구권리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및감염전파차단 개인정보보호법제37호1항에따라개인정보처리정지를요구할수있으며, 요구권리는제37조2항에따라거절할수있습니다.

▪ 처리정지 요구 권리 거절 사유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2항2호에 따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 및 안내>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하시는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위탁업무처리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기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처리목적달성시또는

위탁계약종료시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검정고시대입전형자료온라인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합격정보, 과목성적정보 처리목적달성시또는
위탁계약종료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성적온라인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처리목적달성시또는
위탁계약종료시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원방법위반및이중등록조항위반자사전예방,
위반자에게통보

모집시기,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등의경우 : 외국인등록번호또는여권번호), 수험번호, 대학코드, 합격/예치금구분,
접수장소, 접수일자, 지원결과, 전형유형, 모집단위명, 계열코드, 출신고교코드, 출신고교유형코드, 졸업연도, 등록일자구분

처리목적달성시또는
위탁계약종료시까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시모집지원횟수검색및통보 대학코드, 모집시기, 수험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등의경우 : 외국인등록번호또는여권번호), 모집단위명,
접수시간, 접수장소, 합격여부, 예치금납부여부

처리목적달성시또는
위탁계약종료시까지

주민등록번호 :
일방향으로암호화된
상태로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원자의자기소개서, 유사도검색및대학통보 대학코드, 수험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등의경우 : 외국인등록번호또는여권번호), 고교코드, 자기소개서 처리목적달성시또는

위탁계약종료시까지
주민등록번호 :

일방향으로암호화된
상태로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학교졸업예정자중졸업자격미취득자의
대학진학현황검색및후속조치 고교명, 고교졸업자격미취득사유, 수능응시여부, 이름 고등교육법제33조 근거

수집및활용종료시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능시험대리응시자확인을위한수능응시원서
요청명단수합 학력정보(출신고교,검정고시,기타수능응시자격정보), 수능수험번호, 이름 고등교육법제34조 근거

수집및활용종료시까지

녹취/충원시스템업체 미등록충원녹취시스템, 합격자발표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수험번호, 모집단위명, 전형유형, 합격여부, 후보순위, 전체순위, 주소, 출신고교 처리목적달성시또는
위탁계약종료시까지

우편발송대행업체 전형/등록안내 주소, 우편번호, 성명
경운대/초당대/청주대/
항공대/한서대/교통대

항공운항학과및헬리콥터UAM조종학과
신체검사결과제공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험번호, 항의원 신검 결과

처리목적달성시까지
항공운항학과, 

헬리콥터UAM조종학과
지원자만 해당항공우주의료원 항공운항학과및헬리콥터UAM조종학과

신체검사결과 주민등록번호,성명,수험번호,출신고교,주소,연락처,신체검사결과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 Agrreed  □ Disagreed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 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당해 학년도를 포함하여 9년 이상 된 수험생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해당 대학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온라인 제공 불가). 

<대입 지원 위반 안내 확인>
▪ 정시모집에서 모집군이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을 금지합니다. 단, 특별법 설립대(KAIST, UNIST, GIST, DGIST, 경찰대학 등), 산업대, 전문대학은 제외.
▪ 동일 대학의 모집군이 같은 모집단위(계열/학과/전공)에 복수지원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입지원 위반자로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Confirmed

<본인 확인 및 지원 자격, 전형일자 확인>
▪ 이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일자가 동일한 모집군에 지원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요강의 지원 자격 및 최저학력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Confirmed

<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 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 지원 시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Confirmed

<대입 수시모집 합격 확인>
본인은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최초, 충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Confirmed

Name of Applicant :                              (signature)

※ If you have been qulified and passed the rolling admission of the university, you can not apply to the regular admission of th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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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5]

Personal Statement and Study Plan

  ￭ Applicant Information

     

Name

Date of Birth

Foreign 
Registration 

Number (Only 
those who apply)

Application

Category

□ Freshman

□ Transfer 2nd year

□ Transfer 3rd year

Application

Classification

□ Overseas Korean and foreigners (within 2%)

□ Completed prior education curriculum

□ Foreigner whose parents are both foreigners

□ North Korean defector

Department                                                                                 
                                         Department/Major

Applicant:                 Signature:                Date:    ,    , 20

Dear President of Far East University

<Notes>

1. Self-Introduction and Study Plan is a vital part of evaluation, it must be written by the 

  applicant in honest and factual matter.

2. Please use this official form.

  (The form can be obtained from website of Office of Admissions of our university.)

3. Should be written in accordance with instructions for the relevant question and not exceed the 

  prescribed(1 sheet) form.

4. Must be written in Korean.

5. If evidence of ghostwriting or plagiarism is found, applicant will be dis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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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Statement

(In Korean explain who you are as a person, family background, childhood and growing experience, likes and 
hobbies, what you are good at, etc.)

Nam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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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Plan

(In Korean explain what kind of student you are, motivation for application, study plan upon admission, career plan 
after graduation, etc.)

Nam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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