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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소개

가. 사람과 일의 가치를 만드는 대학
설립정신

민족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우수 기술인력 양성
사명
사람다운 사람, 일다운 일을 하는 사람,
기술자다운 기술자 양성

비전

인재상

사람과 일의 가치를
만드는 대학

전인격적 인재
창조적 인재
평생학습 인재

교육목표
창의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
전문가 양성

중장기 발전계획

지식과 기술로 사회에 공헌하는
전인격적 인성 함양

변화에 대처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 역량 제고

교육역량 강화, 취·창업역량 강화, 평생직업교육 강화, 미래성장동력 강화

▶ 대학 설립정신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발전 가능성 있는 인재 선발

신입생 모집

▶ 지원학과의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성실과 창의가 잠재된 인재 선발
▶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 절차에 따른 유능한 인재 선발
▶ 신체적, 정신적, 인종적 차이에 불이익 없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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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치

서울에서 가깝고, 공항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한

부천대학교

World
Future
Bucheon
University

부천
대학교

1

2

3

지하철역에서
부천대학교까지

서울에서
부천대학교까지

공항에서
부천대학교까지

30분

30분~1시간

1호선 부천역, 7호선 신중동역

걸어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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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전
1) 신입생 장학금
장학금 이름

한길누리장학

수혜조건

장학금 지급액

TOPIK 6급

수업료의 60%

TOPIK 5급

수업료의 50%

TOPIK 4급

수업료의 40%

TOPIK 3급

수업료의 30%

1. 본
 교 한국어정규과정을 이수한 후 우리대학교에
입학한 외국인

입학금의 100%

2. 협약 체결 된 외국교육기관 졸업(예정) 후 본교에
입학한 외국인

2) 재학생 장학금
장학금 이름

한길누리장학

성적우수장학
A~C

수혜조건

장학금 지급액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성적 90점 이상

수업료의 60%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성적 80점 이상

수업료의 30%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성적 70점 이상

수업료의 20%

학과의 과정별(일반, 산업체위탁,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년별 배정인원에 의해 성적순위에 따라 선정된 학생

수업료의
100%, 70%, 35%

※ 기타 부천대학교 각종 장학혜택 수혜 가능

3) 국립국제교육원 GKS 외국인 우수 자비 장학생
대상

선정방법

장학금

장학금 수혜 기간

관련 홈페이지

국내대학 2~4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자비 외국인 유학생

학업성적(직전학기 및 전체 평균학점 8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총 500만원(월 50만원)

매년 3월 ~ 12월(10개월)

https://www.studyinkorea.go.kr/ko/sub/gks/own_chec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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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

학과체험 프로그램

외국인 학생회

외국인 유학생 대상 취업 컨설팅 및 지원 프로그램

외국인유학생 축구팀

글로벌 언택트 스피치 콘테스트

B.G.M(Bucheon GlobalMentoring)
프로그램

언어 교류 스터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언택트 브이로그 콘테스트

졸업식 행사

내·외국인 재학생이 함께하는
프랜드쉽 캠프(하계, 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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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학전형 안내

가. 학과별 수업연한 및 모집인원
구분

계열

수업연한

학과

3

건축과

2

토목과

2

섬유패션비즈니스학과

3

실내건축디자인학과

2

전자공학과

2

정보통신과

3

자동화로봇과

2

IT융합비즈니스학과

2

영상&게임콘텐츠과

3

전기과

2

경영학과

2

비서사무행정학과

2

호텔관광경영학과

2

세무회계학과

2

항공서비스과

3

식품영양학과

2

호텔외식조리학과

공학
계열

본캠퍼스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계열

2

모집인원

헤어디자인전공
뷰티케어과

2

소사
캠퍼스

뷰티디자인전공

예체능
계열

3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2

재활스포츠과

공학
계열

3

컴퓨터소프트웨어과

3

컴퓨터정보보안과

인문사회
계열

2

아동보육과

2

사회복지학과

※ 위 학과는 모두 주간에 개설된 학과입니다.

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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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형 일정
내용

1차 모집

2차 모집

3차 모집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마감

2022. 4. 11.(월)
~ 5. 24.(화)

2022. 6. 13.(월)
~ 7. 8.(금)

2022. 8. 1.(월)
~ 8. 19.(금)

면접고사

2022. 5. 26.(목)

2022. 7. 13.(수)

2022. 8. 22.(월)

합격자 발표

2022. 5. 31.(화)

2022. 7. 22.(금)

2022. 8. 25.(목)

등록금 납부

2022. 5. 31.(화)
~ 6. 3.(금)

2022. 7. 22.(금)
~ 7. 27.(수)

2022. 8. 25.(목)
~ 8. 26.(금)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면접고사 일정, 방법 등 변경 시 공지(국제교류원 홈페이지 및 대상자 연락처로 문자 발송)

다. 지원자격 : 아래 1,2 중 1개에 해당하는 자
1. 부
 모와 본인 모두 외국인이며 국내 혹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아래
각 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자*
나. 본교 또는 국내대학 한국어 정규 과정 5급 이상 수료자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소지자
2. 본
 인만 외국인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아래 각 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자*
나. 본교 또는 국내대학 한국어 정규 과정 5급 이상 수료자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소지자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취소될 경우 다른 시험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
(국제교류원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 연락처로 문자 발송)

<유의사항>
① ‘본인만 외국인’ 지원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초·중등교육 졸업장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② 국적 기준은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 지원 불가
③ 외국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 학습 등 학력인정방법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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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류
No

내용

1

입학원서 1부 [양식 1]

2

자기소개서 1부 [양식 2]

3

유학경비부담 서약서 1부 [양식 3]

4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4]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지원자
유의사항 [양식 5]

6

본인 여권 사본 1부

7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뒤) 1부(소지자에 한함)

8

부모님 신분증 사본 각 1부
(여권 또는 해당 국가의 신분증이나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9

유학경비부담 서약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증명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공증본 1부

10

▶ 본인만 외국인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해외학교의
졸업(예정)증명서 공증본 각 1부

공증방법
중국

중국 이외 국가

해당없음

번역공증
(한국어 또는 영어번역)
일반계 고등학교: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 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
일반계 고등학교 외:
영사확인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공증본 1부
11

12

▶ 본인만 외국인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해외학교의
성적증명서 공증본 각 1부
지원자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님 이혼 또는 사망 시 사실 확인 가능 서류 공증본
제출
※ 베트남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모두 제출

13

한국어 능력 증명서: TOPIK 2급 이상 성적표 1부

14

한국어정규과정 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

15

출입국 사실 증명서: 출생부터 지원시점까지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의 경우에만 제출)

16

예금잔고증명서 (본인 또는 부모의 증명서.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의 증명서도 가능. 약 USD
20,000 이상) 1부
부천대학교 한국어정규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약 USD
10,000을 증빙

17

전형료 35,000원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Apostille)

영사확인

친족관계증명서 공증본
(亲属关系证明 公证本) 및
호구부 공증본
(居民户口簿 公证本)

해당 없음

번역공증
(한국어 또는
영어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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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
 출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불합격 처리됩니다.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나) 서류는 원본 서류만 인정합니다.
다) 모든 서류는 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제출처: (우 14632)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56번길 25 부천대학교 몽당기념관 4층 국제교류원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중국 : 친족관계증명서(亲属关系证明)와 호구부(居民户口簿),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와 출생 증명서
(Giay khai sinh),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벡, 우크라이나,
태국 : 출생증명서

2) 공증방법 : 아포스티유(Apostille)
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2007.7.14.부 우리나라에 발효)
나) 아포스티유 확인이 된 협약가입국의 문서는 재외공관 영사확인과 동일한 효력
다) 가입국 현황(2021. 9. 16. 기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홈페이지(www.hcch.net)의
Apostille Section에서 국가별 관련기관 정보 등의 최신자료 조회 가능
지역

가입국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싱가포르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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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미국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자메이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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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1) 공문서 (국·공립학교 등)
해당국가

Apostille

Apostille

Apostille

Apostille

공문서 발급

발급기관 방문

발급신청

발급기관 심사

발급

(2) 사문서* (사립대 등)
해당국가

해당국

사문서 발급

공증사무소
공증*

Apostille

Apostille

Apostille

Apostille

발급기관 방문

발급신청

발급기관 심사

발급

*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 공증인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해당국가에서 공증을 받은 후 제출
하면 아포스티유 확인

마. 전형 방법
1) 전형 방법 및 선발 절차
가) 면접전형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나) 입
 학지원서와 함께 제출된 지원자격별 서류를 심사한 후, 면접에 합격하여 등록금과 입학금을 완납한 자에 한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배부합니다.
다) 면접전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와 결시자는 입학을 불허합니다.
라) 모
 든 지원자는 면접전형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면접전형에서는 지원자의 수학능력(한국어 능력 포함)을 아래 기준에
의해 심사합니다.
마) 면접심사표
세부배점 기준
심사항목
A

B

C

D

E

25

20

15

10

5

25

20

15

10

5

3) 학업목표 및 의지(25점)

25

20

15

10

5

4) 태도 및 자세(25점)

25

20

15

10

5

1) 학과적성(25점)
2) 한국어 수학능력(25점)
- 한국어 표현력 및 이해력

2) 합격자 선발 기준
가) 면접점수 70점 미만은 불합격처리합니다.
나) 서류 미비자, 지원자격 미달자는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합격처리합니다.
다) 입학전형 개별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거나 입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입학전형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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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
가) 등록금과 입학금은 대학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대학에 합격한 자는 지정 등록 기간 내에 지정된 은행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합격자는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학일 전에 입학 포기 시, 입학금 및 수업료를 환불 받을 수 있으며,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학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전형료 관련
가) 전형료는 35,000원으로, 서류 제출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전형료 반환(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지원자 유의사항
가) 입학지원서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착오 기재로 인한 불합격 등 모든 불이익에 따른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나)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반드시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대학의 합격 및
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 전 문대학 및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다) 외국인 유학생 보험
-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는 외국인 유학생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접수가 완료된 후 입학원서의 변경 및 취소, 입학전형료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마)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바) 전형기간 중 지원자 공지사항 및 합격자 발표 등은 개별통지 합니다.
사)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이라도 비자발급이 불허된 경우 입학 무효 또는 입학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 합격자 중 고교 졸업예정자는 졸업 후 반드시 마지막 학기가 기재된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추가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합격(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전
 형료, 등록금 등 납부를 위하여 해외에서 직접 송금할 경우, 이에 따른 환차손 발생은 수험생의 부담입니다(원화
기준 송금원칙). 또한 과납으로 인한 환불액이 송금 수수료 이하인 경우, 환불하지 않습니다.
차)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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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과소개

가. 공학계열
건축과 3년제

본캠퍼스 공학관 4층

032) 610-3300

https://dept.bc.ac.kr/architecture

아름답고 쾌적하며 안전한 공간을 창조하는 건축 전문가는 건축설계, 시공, 구조, 설비 분
야의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과는 개교부터 현재까지 6,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실무중심 교육을 통하여 역량 있는 건축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취업분야	건축설계, BIM설계, 구조설계, 안전진단, 적산, 건설 및 건축시공 현장관리, 공무, 공
동주택 및 사무소 등 유지관리, 설비, 건축관련 공무원, 구조재, 마감재, PC패널, 창
호재 설계 및 제작, 판매 등
우수사항

▶ 취득률 우수(2020학년도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1,2차 합격자 37명)
▶ 협약반 운영(2017학년도부터 4년째 운영)
▶ 전문분야별(설계, 구조, 시공 등) 전공동아리 활성화

실내건축디자인학과 3년제

본캠퍼스 공학관 2층

032) 610-3330

https://dept.bc.ac.kr/biad

실내건축디자인학과는 창의적 디자인스튜디오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우수한 실내건
축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융·복합디자인 트렌드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교
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분야	실내건축 디자인, 실내건축 시공/전문브랜드 인테리어, 실내건축 그래픽/인테리어 디
자인 마케팅,코디 관련/전시공간 디자인, 건축디자인/가구디자인, 조명디자인/건축
자재, 재료분야/기업체 디자인 연구원 등
우수사항	학과 학생들이 졸업 후 전공 취업분야에서 다양한 직무역량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역량
중심의 선택형 공간모듈 융합 스튜디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토목과 2년제

본캠퍼스 공학관 3층

032) 610-3310

https://dept.bc.ac.kr/civil-engineering

1979년부터 도로, 교량, 철도, 터널, 공항, 항만 등의 구조물과 수자원, 상하수도, 환경
오염방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계획, 설계, 시
공, 유지관리, 재난방재 등의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토목과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토목
구조물 등 미래 인프라 건설을 주도하는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취업분야	도로, 철도(고속철도, 지하철), 교량, 터널, 댐/원자력발전소, 하천, 공항, 항만, 상하
수도, 교통시설, 환경시설 단지조성, 시공 업체/구조물설계 업체/안전진단 및 유지관
리 업체/재난방재 관련 업체/건설 관련 공공기관 및 토목직 공무원 등
우수사항

▶ 4차 산업혁명 기반의 3D 설계, IoT 계측센서 활용, 토목빅데이터 분석(AI(머신러
닝 등)) 코딩 실습 교육 집중 운영
▶ 부천대학교 28개 전체 학과 중 온라인 강의 만족도 1위
▶ 부천대학교 공학계열 12개 학과 중 재학생 교육 만족도 2위
▶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대학연계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학과로 선정
▶ 대학연계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프로젝트 대회 금상 및 장려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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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과 2년제

본캠퍼스 한길관 2층

032) 610-3340

https://dept.bc.ac.kr/electronics

전자공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 기술 분야로 본 학과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
드웨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를 선도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IoT, 임베디드 시스템, 스마트공장, 반도체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체계화
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분야	IoT, 임베디드시스템 등 첨단 전자기기 설계 엔지니어, PLC 기반의 자동화장비 제조 및
운영 엔지니어, 반도체장비엔지니어를 비롯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계 각 분야 등
우수사항

▶ 1학년에서는 전자 기초 교과목, 2학년에서는 전공공통 교과목과 학생이 선택한 전
공트랙에 대한 전공별 교과목을 운영
▶ 지속적으로 취업과 연계한 정부 주요 사업에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역량
을 지원함
▶ 매년 해외(일본) 인턴쉽 프로그램과 각종 전공분야의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둠

자동화로봇과 3년제

본캠퍼스 한길관 2층

032) 610-3370

https://dept.bc.ac.kr/automatic-robot

로봇 기술은 21세기를 이끌어 갈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동화로봇과에서는 자동화와 로봇의 원리를 이해하며, 산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소프트
웨어, 하드웨어 및 기구설계 기술을 통해 로봇 및 자동화기기 기술자, 기구설계 기술자, 로
봇 및 자동화 유지 보수 기술인력을 양성합니다.
취업분야	로봇 케어, 지능형 로봇제작 및 제어, 메카트로닉스, PCB설계, 자동제어, 로봇구조설
계/로봇 자동화 설비, 자동화 시스템개발, 시컨스제어/임베디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 반도체 장비 정비 등
우수사항

▶ LINC+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인프라 구축
▶ 자동화로봇 관련 가족회사 100개 기업 협약
▶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 1개 과제 수행 중성과를 거둠

전기과 3년제

본캠퍼스 한길관 4층

032) 610-3400

https://dept.bc.ac.kr/electric

전기과에서는 전통적인 전기공학 이론과 마이크로프로세서, 컴퓨터프로그래밍, 전기
CAD, HMI, 신재생에너지 등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업분야	국영기업체, 건설업체, 전기공사 및 안전관리 업체, LED조명 및 디스플레이업체, 산
업전자 응용기기의 개발 및 생산업체, 신재생에너지 관리 업체, 전기철도 시공 및 유지
관리 업체 등
우수사항

▶ 전문학사과정(3년) 운영으로 국가자격증 중심,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과정
▶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실습장비 구비로 원활한 실습환경 조성
▶ 산학협력 체결을 통해 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직업특강 등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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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 2년제

본캠퍼스 꿈집 12층

032) 610-3360

https://dept.bc.ac.kr/ict

정보통신과에서는 ICT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5G) 등의 통
신망을 운영하는 인력, 인터넷주소(IPv6) 확산에 따른 네트워크 전문가 및 사물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글로벌 IoT 전문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취업분야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통신 공학 기술자, 통신 기기 기술자/시스템 소프트웨어·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웹 프로그램 네트워크 관리자 및 기술자, 웹서버 운영 관리자, 정보
시스템 운영자, IT 컨설턴트 등
우수사항

▶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 캡스톤 디자인 및 산업체 특강을 통한 산업체 실무능력 향상

컴퓨터소프트웨어과 3년제

소사캠퍼스 강의동 5층

032) 610-8360

https://dept.bc.ac.kr/computer-software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을 통한 작업 경쟁력 제고
를 위하여 컴퓨터소프트웨어과에서는 지능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
응용 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분야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웹프로그램 개발자, 시스템 개발자, 모바일 개발자, 서버 관리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컴퓨터보안 관리자, 정보시스템 운영자, 정
보시스템 유지보수자 등
우수사항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능화된 SW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정규교육과정 운영
▶ VR콘텐츠 제작 트랙·3D게임콘텐츠 제작 트랙 등 융·복합트랙 운영

컴퓨터정보보안과 3년제

소사캠퍼스 강의동 5층 032) 610-8370 https://dept.bc.ac.kr/computer-Information-security

컴퓨터정보보안과에서는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도중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내용(정보보호의 기술, 암호화 기술, 해킹
과 정보보호, 컴퓨터 바이러스,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웹 보안 등)을 학습하여 이론
과 실무를 갖춘 정보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취업분야	보안 솔루션 개발자/보안 관제시스템 관리자/보안 초급 컨설턴트/네트워크,시스템,보안
엔지니어 등
우수사항

▶ 2019년부터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참여
▶ 경기 꿈의 대학 및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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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비즈니스학과 2년제

본캠퍼스 꿈집 7층

032) 610-3460

https://dept.bc.ac.kr/it-convergence-business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첨단 IT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추고 창
의적인 능력과 참다운 인성을 겸비한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고 있는 IT융합비즈니스학과는
학생진로 지도와 취업·진학과 관련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분야	IT비즈니스 관련 기업, 금융기관, 빅데이터 분석가, 회계/일반 사무직, 인터넷, 쇼핑몰
창업, 프로그램 개발자 등
우수사항

▶ 전문학사과정과 연계된 전공심화과정으로 학사학위 취득
▶ 체계적 교육과정과 실무 교육으로 다양한 전공 자격증 취득(국가기술자격증 취득률
우수)
▶ 학과 동문 기부 장학금 수여

섬유패션비즈니스학과 2년제

본캠퍼스 한길관 6층

032) 610-3320

https://dept.bc.ac.kr/textilefashion

고부가가치 섬유패션산업에서의 창의적 역량을 갖는 섬유·패션기획 및 디자인 인재, 패션
머천다이징(MD) 및 섬유패션제조업의 생산관리인재, 온라인·오프라인 유통관리 인재 양
성 등 섬유패션비즈니스학과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감각을 갖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
고자 노력합니다.
취업분야	섬유·패션무역, 내수패션유통 및 프로모션, 섬유·패션관련 시험소 및 연구소, 패션
프로모션 및 벤더, 패션기획관리·생산관리·유통관리MD(머천다이저), 샵마스터,
VMD(비쥬얼머천다이저), 소자본 및 쇼핑몰 창업 등
우수사항

▶ LINC+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취업시 초봉 : 2,400~3,000만원
▶ 취업률 : 18년 기준 최근 3개년 평균 : 70.5%

영상&게임콘텐츠과 2년제

본캠퍼스 한길관 4층

032) 610-3470 / 3474

https://dept.bc.ac.kr/vg-contents

영상&게임콘텐츠과는 부천시의 만화(웹툰)/애니메이션 콘텐츠, 경기도의 게임콘텐츠 산
업육성 전략에 따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정책에 편승하여, 웹툰 및
교육용콘텐츠(일러스트레이션/2D리깅&애니메이팅), 3D애니메이션 및 게임콘텐츠 부문
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학교기업 ‘제펫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 학업과 콘텐츠 제작 실
무경력도 동시에 갖추게 됩니다. ‘VR 영상 콘텐츠 제작과정(융복합 트랙)’ / ‘3D게임콘텐
츠 제작과정(융복합 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 및 부전공도 취득하게 됩니다.
취업분야	웹툰작가/교육용콘텐츠 제작사(일러스트레이션 아티스트, 2D애니메이터)/게임제작사
(3D모델러&맵퍼, UI&UX그래픽디자이너, 프로그래머)/3D애니메이션 제작사(3D모델
러&맵퍼, 3D애니메이터, VFX, 영상합성&편집)/지상파&케이블 방송국(영상편집&모
션그래픽 아티스트) / VR&AR콘텐츠 아티스트 등
우수사항

학교기업 제펫스튜디오에서 인큐베이팅을 통하여 협력기업(3D애니메이션 부문, 영상
콘텐츠, VR/AR 콘텐츠 부문 등 35개 기업)으로 취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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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문사회계열
아동보육과 2년제

소사캠퍼스 강의동 11층

032) 610-8350

https://dept.bc.ac.kr/childcare

보육교사는 영유아들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유망 직종으로서, 아동보육과에 대한 관
심과 열기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천대학교 아동보육과는 체계적인 교육 시
스템을 갖추어 전문보육교사를 양성, 배출하고 있습니다.
취업분야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각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
터, 초등학교 돌봄 교실, 교재교구 개발 및 교육 및 보육 관련기업, 교육연구소, 아동도
서출판사, 교육 방송국 등
우수사항

▶ 전문학사과정(2년)에서 전공심화과정(2년)으로 이어지는 4년의 계속교육 체계
▶ 학생맞춤형 진로지도와 상담
▶ 산학연계를 통한 높은 취업률 및 졸업생 취업 만족도

사회복지학과 2년제

소사캠퍼스 강의동 3층

032) 610-8320

https://dept.bc.ac.kr/social-welfare

고령화 사회 확대 등 급변하는 복지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휴먼의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적인 현장중심형 사회복지사를 양성합니다.
취업분야	▶ 이용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노인·장애
인주간보호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생활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원, 청소년
쉼터, 노숙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우수사항

▶ 높 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선배들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분야에
서 전문가로 종사하고 있음
▶홍
 보, 미디어, 4차 산업혁명, 사회복지전공 관련 등 다양한 동아리를 개설하여 학
생들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함
▶현
 장경험 많으신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지원함

경영학과 2년제

본캠퍼스 한길관 6층

032) 610-3420

https://dept.bc.ac.kr/business-administration

경영학과는 기업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현
장 실무능력을 갖춘 경영 분야의 유능한 대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실무에 최적화된 인
재를 배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분야	각 기업 재경분야의 회계 및 재무관리자, 마케팅 및 고객관리를 담당하는 마케팅관리
자, 판매유통 및 프랜차이즈 분야의 슈퍼바이저 등
우수사항

▶ LINC+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취업 약정 회사 9개)
▶ 삼성전자 취업을 위한 소매전문가 과정 운영
▶ 부천시 도시재생 대학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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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학과 2년제

본캠퍼스 꿈집 3층

032) 610-3250

https://dept.bc.ac.kr/tax-accounting

세무회계학과는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회계, 세무법인 및 지역세무관서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 교육을 병행하여 실력으로 승부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며 매년 세무사와 세무직·
행정직 공무원을 배출하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취업분야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비영리기관의 세무·회계 전문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등의 금융기관 관리 및 영업직, 세무·회계법인의 세무·회계 전문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직·행정직 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재경관리사, 관세사 등
우수사항

▶ 5년 연속(2016-2020) 세무사 배출 및 3년 연속(2018-2020) 세무직, 행정직공
무원 배출
▶ 우 수한 취업률(2018.12.31.-2019.12.31. 공시기준 평균 75%)
▶ 2019년 2학년 재학생 기준 현장실습이수율 90% 이상(전국 세무회계과 중 유일)
▶ 높 은 전공자격증 취득율(전산회계 1급 기준 취득율 평균 50% 이상)
▶ 2019년 전국 NCS 회계정보실무경진대회 개인전 우수상 및 단체전 장려상 수상

호텔관광경영학과 2년제

본캠퍼스 꿈집 10층

032) 610-3280

https://dept.bc.ac.kr/hotle-tourism

호텔관광경영학과는 21C 유망 성장 산업인 관광산업에서 종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
문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내용과 현장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
체 인사 특강과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관광업계에서 요구하는 최적화된 인재를 양성하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분야	여행사, 호텔, 리조트, 면세점, 외식업, 국제회의업, F&B전문가(바리스타,소믈리에,바
텐더), 골프장, 카지노, 테마파크 등
우수사항

▶ 2020년 학과 이전에 따른 신설 실습실(F&B, 객실, 어학, 바리스타) 및 강의실
▶ 우 수 전공동아리, 취·창업동아리, 서포터즈 활동
▶ 호텔, 카지노, 면세점, 여행사, 골프장, 리조트, 항공사 등 다수 취업
▶ 전공심화 과정 및 대학원 진학 지원

비서사무행정학과 2년제

본캠퍼스 꿈집 5층

032) 610-3430

https://dept.bc.ac.kr/secretary-office-admin

비서사무행정학과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외국어, 정보기술실무, 서비스실무, 사회과학
이론 및 실무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실습실에서 진행되는 비서실무실
습, 컴퓨터능력개발, 외국어 의사소통능력개발, 비즈니스매너, 이미지메이킹 교육은 비서
사무행정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취업분야	국내·외 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교육 연구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종교기관, 정
치기관, 호텔, 항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비서 및 사무 행정 분야 등
우수사항

▶ 높 은 취업률과 다양한 분야로의 취업이 가능한 장점
▶ VSGM 영어프로그램, 해외어학연수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가능
▶ 입학부터 졸업까지 체계적 진로·취업 프로그램과 자격증 특강을 통한 취업 지원
▶ 4년제 학사학위(전공심화) 과정 운영으로 학사학위 취득 및 대학원 진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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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서비스과 2년제

본캠퍼스 밀레니엄관 2층

032) 610-0840

https://dept.bc.ac.kr/airline-services

항공서비스과는 실무위주의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 바른 인성과 글로벌 어학능력을 갖추어
항공서비스 분야 및 기업체 사무직 등 서비스 전 분야에서 활약 할 수 있는 서비스 전문가
를 양성합니다.
취업분야	국내·외 항공사 승무원, 항공사 지상직, 호텔 서비스직, 여행사, 관광업체, 공항 면세
점, 컨벤션 서비스, 기업체 사무직, 기업체 비서직,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 의료
기관 등
우수사항

▶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항공안전훈련센터, 제주항공 객실훈련센터 운영
▶ 국내 최다 항공사와의 산학협력 체결을 통한 현장실습 참여 및 취업연계 활동
▶ 4년제 학사학위(전공심화) 과정 운영으로 학사학위 취득 및 대학원 진학 가능

다. 자연과학계열
식품영영학과 3년제

본캠퍼스 예지관 4층

032) 610-3440

https://dept.bc.ac.kr/food-nutrition

식품영양학과는 과학적인 식생활 관리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식품과 영양에 관한
지식을 익혀 개인, 가정, 지역사회 및 국민의 영양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교
육, 양성하고 있습니다.
취업분야	기업, 관공서, 금융기관, 호텔, 백화점, 연구소, 연수원, 유치원, 초·중·고·대학 식당,
특수학교, 일반병원, 요양병원,보건소, 보건의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강상
담분야,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특수시설 영양사 및 위생사, 기업 제품개발 및 품질관
리등
우수사항

▶ 영양사, 위생사 국가고시 높은 합격률
▶ 실무중심 교육과정 운영
▶ 3개(부천, 시흥, 고양)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부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센터, 부천시 어린이식품안전관리체험관 운영

호텔외식조리학과 2년제

본캠퍼스 예지관 2층

032) 610-0810

https://dept.bc.ac.kr/hotel-culinary-arts

호텔외식조리학과는 호텔 및 외식분야의 중추적인 역할과 외식 산업발전에 기여할 맛과 멋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실무중심의 교과과정과 1인 1실습 기자재와 더불어 현장에서 활동
중인 교수진의 현장감 있는 강의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취업분야	국내·외 호텔조리사 및 외식 관련 조리사, 식음료 서비스 경영인, 제과·제빵 전문점의
제과사 및 관리자, 단체급식 전문 조리사, 케이터링 업체 조리사, 외식업체 메뉴개발자,
프렌차이즈 레스토랑 관리자 및 조리사, 푸드스타일리스트, 요리학원 강사, 레스토랑
창업 및 해외취업 등
우수사항

▶ 조리분야 중 “맛과 멋” 두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프
로그램과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단순 업무를 하는 조리사 양성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연구개발 능력을 갖출 수 있도
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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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케어과 (헤어디자인전공) 2년제

본캠퍼스 밀레니엄관 4층

032) 610-0660

https://dept.bc.ac.kr/beautycare-hairdesign

뷰티케어과는 최신의 교육시스템과 철저한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헤어미용,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미용 등 뷰티산업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갖춘 실무형 멀티플래
너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지식사회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뷰
티 문화가치를 창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취업분야	헤어디자이너, 헤어 살롱 매니저, 두피관리사, 뷰티아카데미 헤어 브랜드, 제품강사,
가발 전문 디자이너, 특수머리전문디자이너, 헤어브랜드 교육강사, 헤어살롱, 미용관
련 전문지 발행회사, 프랜차이즈 교육팀 강사 및 본부 직원
우수사항

▶ 글로벌 피봇포인트 교육 시스템 도입 및 국제 강사 인증 디플로마 취득
▶ 2018~2020년 국제 및 전국 미용 경연 대회 대상, 금상, 은상 참가 학생 전원 수상
▶ 인성과 실무 중심의 취업 및 창업 특성화 전문 교육센터, 부천시 어린이식품안전관
리체험관 운영

뷰티케어과 (뷰티디자인전공) 2년제

본캠퍼스 밀레니엄관 4층

032) 610-0660

https://dept.bc.ac.kr/beautycare-beautydesign

뷰티케어과는 최신의 교육시스템과 철저한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헤어미용,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미용 등 뷰티산업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갖춘 실무형 멀티플래
너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지식사회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뷰
티 문화가치를 창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취업분야	메이크업 아티스트(메이크업 숍, 웨딩 숍), TV방송 영화분장사, 패션 매거진·방송연예
코디네이터, 스타일리스트 등(이상 메이크업)/병원(피부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 피부
관리실 등(이상 피부미용)/네일 디자이너, 네일 브랜드 제품회사 및 교육강사 등(이상 네
일미용)
우수사항

▶ 메이크업, 피부, 네일, 헤어미용의 세분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글로벌 토탈뷰티 전문
가 양성
▶ 2018~2020년 국제 및 전국 미용 경연 대회 대상, 금상, 은상 참가 학생 전원 수상
▶ 인성과 실무 중심의 취업 및 창업 특성화 전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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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체능계열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3년제

본캠퍼스 한길관 5층

032) 610-3380

https://dept.bc.ac.kr/digitalmediadesign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는 체계적인 기초 디자인 교육을 시작으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시
각디자인), 사용자경험디자인(UX), 사용자인터페이스디자인(UI), 모션그래픽, AR, VR
등의 교육을 통하여 어떠한 디지털 매체 환경의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융 · 복합형 디지
털 콘텐츠 디자이너를 양성합니다.
취업분야	시각 디자이너, 브랜드 디자이너(CI,BI), 웹·모바일 디자이너, UX/UI 디자이너, 소셜
마케팅, 출판·편집 디자이너, E-book 기획/제작,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패키지 디자
이너, 영상그래픽 기획/제작,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유튜버), VR, AR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광고 디자이너, 캐릭터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인 창업 등
우수사항

▶ VR, AR 응용교육을 통한 졸업작품 전시 / 모바일 GUI 디자인 시뮬레이션 교육
▶ 3년제 졸업 후, 디자인비즈니스, 산학워크샵 교육을 통한 취창업 중심의 전공심화
과정(4년제 학사학위 취득) 연계 진학

재활스포츠과 2년제

본캠퍼스 몽당기념관 1층

032) 610-3490 https://dept.bc.ac.kr/rehabilitation-sports

재활스포츠과는 실무형 전공지식과 숙련된 전공실기 기능을 갖춰 운동재활 관련 업무에
즉시 투입 될 수 있는 메디컬 트레이너, 퍼스널 트레이너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함
취업분야	종합병원, 재활센터, 재활병원, 건강증진센터, 선수트레이닝센터, 휘트니스센터, 유소
년스포츠센터, 아동발달센터, 개인병원, 한의원, 특수체육센터, 보건소, 공공기관, 실
버타운
우수사항

▶ 취·창업을 위한 학과 특성화로 스트레칭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 Assisted
stretching(어시스티드 스트레칭), Acive stretching(액티브 스트레칭),
Aggressive Stretch(어그레시브 스트레칭) 프로그램 개발
[1학년1학기 : 베이직 단계의 이론+실기], [1학년2학기 : 유·아동 스트레칭]
[2학년1학기 : 스포츠재활스트레칭], [2학년2학기 : 성인(실버 등)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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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가. 기숙사 안내
<국제관>

2인실

3인실

조리실

<몽당기숙사(소사캠퍼스)>

건물 외관

2인실

체력단련실

- 기숙사에는 침대, 책·걸상, 옷장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 각 실별 화장실 및 샤워실이 있습니다

1) 비용
구분
국제관
몽당기숙사(소사캠퍼스)

타입

비용(4주)

보증금

3인실

200,000원

400,000원

2인실

250,000원

500,000원

2인실

250,000원

200,000원

- 기숙사는 신청일 기준 선착순 마감입니다.
- 기숙사 현황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는 기숙사 타입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위의 비용 및 타입은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숙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1]

입학원서

사진
(3cm*4cm)

성명(한글)
성명(영문)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성별

생년월일

지원시점
비자종류

전화번호
한국주소

(

-

)

본국주소

(

-

)

남(

)

여(

)
만기일

지원학과
TOPIK

 2급

전형구분(해당란○표)

 3급

 4급

 5급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본인만 외국인)

 6급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수학기간

소속대학
국내 한국어교육
(해당자만)

시작일

종료일

YY/MM/DD

YY/MM/DD

YY/MM/DD

YY/MM/DD

최종 수료급수

보호자
성명(영문)

국적

전화번호

관계

본국주소

(

-

)
학력사항

구분

학교명

소재국명

재학기간

재학연한

초등학교

YY/MM~YY/MM

년

중등학교

YY/MM/DD~YY/MM

년

고등학교

YY/MM~YY/MM

년

※ 특이사항 기입란: 외국의 학기제도, 입학, 전학 등에서 발생한 학기조정사항, 월반, 조기졸업 등 특이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귀 대학의 외국인전형 지원을 위한 입학원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날짜 : 20
지원자 :

부천대학교 총장 귀하

.

.

.
(인)

[양식 2]

자기소개서
1. 자신의 성장과정과 가족환경에 대해 기술하세요. [한국어로 쓰세요.]

2. 지원 동기와 입학 후 학업계획,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하세요. [한국어로 쓰세요.]

3. 한국어 능력 성적과 어학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을 자세하게 기술하세요. [한국어로 쓰세요.]

[양식 3]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
지원자

성명(한글)

성명(영문명)

국적

여권번호

전화번호

성별

현주소

(

-

남 (

)

여 (

)

남 (

)

여 (

)

)

보증인

성명(영문명)

국적

지원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성별

현주소

(

-

회사명

)

업종
직책

회사주소
회사전화

본인은 상기 지원자의 유학 기간 중 일체의 경비 부담을 서약합니다.

날짜 : 20

지원자 :

부천대학교 총장 귀하

.

.

.

(인)

[양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유학생용]
부천대학교 국제교류원에서는 외국인전형 입학원서 접수 및 전형을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사진, 성명(한글,영문), 국적, 성별, 생년월일, 지원시점 비자종류,
비자만기일, 전화번호, 한국주소, 본국주소, 지원학과, TOPIK성적,
국내 한국어교육 정보(해당자만), 보호자 정보, 학력사항, 보증인
정보, 부모 정보, 고등학교 성적, 초/중등교육 성적(해당자만)
가족관계정보, 출입국사실정보, 예금잔고 정보, 소득/재산 정보

외국인 입학 업무 처리

5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원서접수 진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근거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입학 업무 처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 ["필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진학사

이름, 국적,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폰번호,
학과 외국인등록번호, 수험번호, 합격여부

합격자 발표 및 환불

처리 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 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원서접수 진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위탁 동의

 예

 아니요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제공받는자

제공항목

제공목적

이용기간

법무부

이름, 국적,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폰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진, 성적, 입학일, 졸업일, 학적변동일

비자 발급 및 체류 업무

졸업 시까지

대학교육
협의회

대학코드, 시도코드, 시군구코드, 계열코드, 전형유형코드,
모집단위명, 모집시기코드, 지원결과 코드, 수험번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야구분 코드, 출신고교
유형코드, 출신고교 코드, 졸업년도, 등록일자 코드, 제3
자동의여부 코드, 접수장소 코드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확인
대학별 입시 마감자료 검증
대학정보공시

처리 목적 달성 시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보험가입 및 비자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본인은 위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날짜 : 20
지원자 :

부천대학교 총장 귀하

.

.

.
(인)

[양식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지원자 유의사항

▶ 정보주체 외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
감염병예방법(제6조④항) 및 재난안전법(제74조의3③항),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으
로부터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민감정보)의 수집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리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①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권리는
제37조제②항에 따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정지 요구권리 거절 사유 :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②항제2호)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
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대학별고사 응시 유의사항

1. 모든 지원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아래에 해당하는 지원자의 경우 대학별고사(면접 등) 전형일 전에 반드시 관련 사실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지원자의 경우 온라인 화상 면접을 통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치료통지를 받아 현재 격리 중인 자(확진자)
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 현재 격리 중인 자(자가격리자)
※ 관련 사실을 대학에 통보하지 않고 응시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불합격 처리 또는 입학취소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대학별고사 응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함

날짜 : 20
지원자 :

부천대학교 총장 귀하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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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2022학년도 후기 입학서류 체크리스트(베트남어)

DANH SÁCH HỒ SƠ ĐĂNG KÝ NHẬP HỌC KỲ MÙA THU NĂM 2022
내용
Nội dung

No.
1

입학원서 1부 [양식 1] Đơn xin nhập học 1 bản [mẫu 1]

2

자기소개서 1부 [양식 2] Bản giới thiệu bản thân 1 bản [mẫu 2]

3

유학경비부담 서약서 1부 [양식 3] Bản cam kết bảo lãnh tài chính về chi phí du học 1 bản [mẫu 3]

4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4] Bản đồng ý sử dụng thông tin cá nhân 1 bản [mẫu 4]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지원자 유의사항 [양식 5]
Để ngăn ngừa nhiễm Coronavirus-19 người ứng tuyển cần lưu ý những điều sau

6

본인 여권 사본 1부 Bản sao hộ chiếu 1 bản

7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뒤) 1부(소지자에 한함)
Bản sao thẻ người nước ngoài (trước, sau) 1 bản (chỉ dành cho người nắm giữ)

8

부모님 신분증 사본 각 1부 (여권 또는 해당 국가의 신분증이나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Bản sao hộ chiếu hoặc chứng minh nhân dân hoặc thẻ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của bố mẹ mỗi
loại 1 bản

9

유학경비부담 서약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증명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Giấy chứng nhận công tác của người bảo lãnh tài chính hoặc giấy chứng nhận thu nhập hoặc giấy tờ có
thể xác nhận được thu nhập

확인
Xác nhận

공증방법
Cách công chứng

해당 없음
Không áp dụng

번역공증
(한국어 또는 영어번역)
Dịch thuật công chứng (dịch
thuật bằng tiếng Anh hoặc
tiếng Hàn)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공증본 1부
Nếu bố mẹ đều là người ngoại quốc nộp Bản công chứng bằng tốt nghiệp cấp 3 (giấy chứng nhận tốt
nghiệp) 1 bản
10

•본인만 외국인
-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해외학교의 졸업(예정)증명서 공증본 각 1부
Nếu chỉ bản thân là người ngoại quốc nộp Bằng tốt nghiệp hoặc giấy chứng nhận tốt nghiệp của
trường học ở nước ngoài tương ứng giáo dục cấp 1, cấp 2, cấp3 của Hàn Quốc.
Bản công chứng bảng điểm (học bạ) mỗi loại 1 bản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공증본 1부
Nếu bố mẹ đều là người ngoại quốc nộp Bản công chứng học lực 1 bản

11

•본인만 외국인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해당하는 해외학교의 성적증명서 각 1부
Nếu chỉ bản thân là người ngoại quốc nộp Bảng điểm học lực cấp 1, cấp 2, cấp 3 tại trường học ở
nước ngoài tương ứng giáo dục của nước đó.
지원자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님 이혼 또는 사망 시 사실 확인 가능 서류 공증본 제출
※ 베트남: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모두 제출

12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Apostille)
Xác nhận lãnh sự hoặc
chứng nhận Apostille

Sổ hộ khẩu 1 bản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bố mẹ mất hoặc đang trong tình trạng ly hôn phải nộp bản công chứng giấy tờ
chứng thực
* Người Việt Nam : phải nộp cả sổ hộ khẩu và giấy khai sinh

13

한국어 능력 증명서: TOPIK 2급 이상 성적표 1부
Chứng chỉ năng lực tiếng Hàn: 1 bản sao TOPIK cấp 2 trở lên

14

한국어정규과정 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
Giấy chứng nhận hoàn thành khóa học và Bảng điểm khóa học chính quy tiếng Hàn mỗi thứ 1 bản
(Nếu có)

15

출입국 사실 증명서: 출생부터 지원시점까지(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의 경우에만 제출)
Giấy xác nhận xuất nhập cảnh : từ khi sinh ra đến thời điểm(đăng ký. Chỉ nộp khi bạn là người nước ngoài)

16

예금잔고증명서(본인 또는 부모의 증명서.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의 증명서도 가능.
약 USD 20,000 이상) 1부
부천대학교 한국어정규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약 USD 10,000을 증빙
Giấy xác nhận số dư trong tài khoản (Từ 20.000 USD) 1 bản
Đối với học sinh học tiếng tại trung tâm ngoại ngữ Buchoen chứng minh 10.000 USD Nếu như đã kết
hôn với người Hàn Quốc thì có thể sử dụng giấy xác nhận số dư trong tài khoản của vợ hoặc chồng là
người Hàn Quốc.

17

전형료 35,000원 Lệ phí 35.000won

번역공증
(한국어 또는 영어번역)
Dịch thuật công chứng
(dịch thuật bằng tiếng Anh
hoặc tiếng Hàn)

해당없음
Không áp dụ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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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2022학년도 후기 입학서류 체크리스트(중국어)
2022学年后期入学材料核对表
내용

内容

No.
1
2
3
4
5
6

7

8

9

10

입학원서 1부 [양식 1] 入学申请表 1份 (表格1)

유학경비부담 서약서 1부 [양식 3] 留学经费负担保证书 1份 (表格3)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4] 个人信息同意书 (表格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지원자 유의사항 [양식 5]
新型冠状病毒19志愿者注意事项

본인 여권 사본 1부 本人护照复印件 1份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뒤) 1부(소지자에 한함)
부모가 한국체류중이고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부모 등록증도 포함

13
14

15

16

17

해당없음

不需要公证

外国人登陆证复印件(正反面) 1份(仅限持有着)
父母在韩并持有外国人登陆证者须提交父母的外国人登陆证

부모님 신분증 사본 각 1부(여권 또는 해당 국가의 신분증이나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父母护照复印件(或本国身份证复印件或韩国的外国人登陆证复印件) 各1份

유학경비부담 서약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증명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번역공증
(한국어 또는 영어번역)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父母都是外国人的外国人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공증본 1부 高中(预)毕业证公证书 1份

일반계 고등학교: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
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
일반계 고등학교 외:
영사확인

留学经费负担保证人的在职证明或收入证明等可以证明收入的资料 1份

•본인만 외국인 仅本人是外国人的情况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해외학교의 졸업(예정)증명서 공증본 각 1부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父母都是外国人的外国人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공증본 1부 高中成绩证明公证书 1份

翻译公证
（韩语或英语翻译）

普通高中：中国教
育部学历认证中心
（学信网）发行的
学历认证报告
普通高中以外：
双领事认证

영사확인

•본인만 외국인 仅本人是外国人的情况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해외학교의 성적증명서 공증본 각 1부

领事认证

지원자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申请人和父母的亲属关系公证书 1份
부모님 이혼 또는 사망 시 사실 확인 가능 서류 공증본 제출

친족관계증명서 공증본
및 호구부 공증본

韩国初·中等教育相当的海外学校成绩证明公证书 各1份

12

공증방법

公证方法

자기소개서 1부 [양식 2] 自我介绍书 1份 (表格2)

韩国初·中等教育相当的海外学校(预)毕业证公证书 各1份

11

확인
确认

父母离婚或死亡时，提交可以确认事实的公证书

한국어 능력 증명서: TOPIK 2급 이상 성적표 1부

亲属关系公证书
和户口本公证书

韩国语能力证明：TOPIK 2级 以上

한국어정규과정 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
韩语正规课程结业证明书及成绩证明书1份(适用者)
출입국 사실 증명서: 출생부터 지원시점까지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의 경우에만 제출

出入境事实证明书 : 从出生到申请日期，只限本人是外国人者提交

예금잔고증명서 (본인 또는 부모의 증명서.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의 증명서도 가능.
약 USD 20,000 이상) 1부
부천대학교 한국어정규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약 USD 10,000을 증빙

存款证明(本人或父母的证明书,结婚移民者使用配偶名义的证明也可以, 约USD 20,000以上)
1份
富川大学韩国语课程结业者 USD 10,000
전형료 35,000원 报名费 35,000韩元

해당 없음

不需要公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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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2022학년도 후기 입학서류 체크리스트(우즈벡어)

2022-yilning bahorgi semestr uchun qabul hujjatlari tekshirish ro’yhati
내용
Hujjatlar

No
1

입학원서 1부 [양식 1] Ariza shakli 1ta [1-shakl]

2

자기소개서 1부 [양식 2] O’zini tanishtirish xati 1ta [2-shakl]

3

유학경비부담 서약서 1부 [양식 3] O’qish xarajatlarini to’lash haqida yozma xat 1ta [3-shakl]

4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4] Shaxsning hujjatlarini ko’rib chiqishga ruxsat [ 4-shakl]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지원자 유의사항[양식 5]
Covid-19 oldini olish boyicha abiturientlar uchun eslatmalar

6

본인 여권 사본 1부 Pasportdan nusxa 1ta

7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뒤) 1부(소지자에 한함)
부모가 한국체류중이고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부모 등록증도 포함
Chet elliklarni ro’yxatga olish kartasining nusxasi (oldi va orqasi) 1ta(agar bo’lsa), agar ota
onasi ham Koreyada bo’lsa va ularda ham shu hujjat bo’lsa ularning kartasidan ham nusxa

8

부모님 신분증 사본 각 1부(여권 또는 해당 국가의 신분증이나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Ota-onaning pasporti (yoki o’sha davlatning shaxsni tasdiqlovchi hujjati yoki Koreyada
berilgan ‘certification of alien registration’ kartasi ) nusxasi 1ta

9

유학경비부담 서약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증명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O’qish xarajatlarini to’lash haqida yozma xat yozgan kishining ish joyidan ishlashi haqida yoki
daromamadi haqida ma’lumotnoma 1ta

10

11

•Ota-onasining ikkalasi ham chet ellik bo’lgan shaxs Kollejni yoki yuqori sinfni bitirganligi
yoki yaqinda bitirishi to’g’risidagi guvohnomaning notarial tasdiqlangan nusxasi 1ta
•Faqat o’zigina chet ellik bo’lgan shaxs Koreya boshlang’ich va o’rta talimga mos keladigan
chet el maktabini bitirganligi yoki yaqinda bitirishi haqidagi guvohnomaning nusxasi 1ta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공증본 1부
•본인만 외국인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해외학교의 성적증명서 공증본 각 1부

※ 부모님 이혼 또는 사망 시 사실 확인 가능 서류 공증본 제출

Ariza topshiruvchining tug’ilganlik to’g’risidagi guvohnomasi nusxasi 1ta

13

한국어 능력 증명서: TOPIK 2급 이상 성적표 1부
Koreys tilini bilish darajasi haqida sertifikat: TOPIK darajasi 2 yoki undan yuqori 1ta nusxa

14

한국어정규과정 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
Koreys tili kursini tamomlaganligi to'g'risidagi sertifikat va transkriptning 1 nusxasi (agar mavjud bo'lsa)

15

출입국 사실 증명서: 출생부터 지원시점까지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의 경우에만 제출
Immigratsion sertifikat: tug’ilgan kundan boshlab ariza topshirgan sanagacha
Ariza topshiruvchi shaxsning o’zigina chet el fuqarosi bo’lsa(bu hujjatni Koreyadagina olish
mumkin)

17

해당 없음
Yo’q

번역공증
(한국어 또는 영어번역)
Notarial tarjima
(Koreys yoki ingliz tiliga)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Apostille)
Konsul tasdig’i yoki
Apostil

•Ota-onasining ikkalasi ham chet ellik bo’lgan shaxs Kollej yoki yuqori sinf baholar
transkriptining notarial tasdiqlangan nusxasi 1ta
•Faqat o’zigina chet ellik bo’lgan shaxs Koreya boshlang’ich va o’rta talimga mos keladigan
chet el maktabi baholar transkriptining notarial tasdiqlangan nusxasi 1ta

※ Ajrashish yoki ota-onaning o’limi haqida notarial tasdiqlangan hujjatlar (tegishli shaxslargina)

16

공증방법
Notarial tasdiqlash usuli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공증본 1부
•본인만 외국인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해외학교의 졸업(예정)증명서 공증본 각 1부

지원자의 출생증명서 1부
12

확인
确认

예금잔고증명서 (본인 또는 부모의 증명서.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의 증명서도 가능.
약 USD 20,000 이상) 1부
부천대학교 한국어정규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약 USD 10,000을 증빙
Bank hisobi haqida hujjat (Ariza topshiruvchi shaxsning o’zining yoki ota onasining, Koreya
fuqorosi bilan turmush qurgan bo’lsa turmush o’rtog’ining nomidagi bank hisobi ; summa
20,000$ yoki undan ham ko’proq) 1 nusxa Buchon Universiteti Koreys tili markazida o’qigan
shaxs uchun hisob raqami miqdori o’rtacha 10,000$
전형료 35,000원 Hujjatlar tekshiruvi uchun 35,000von

번역공증
(한국어 또는 영어번역)
Notarial tarjima
(Koreys yoki ingliz tiliga)

해당 없음
Yo’q

36

[별첨 4]

2022학년도 후기 입학서류 체크리스트(일본어)
2022学年度後期入学書類チェックリスト
내용

内容

No.
1

입학원서 1부 [양식 1] 入学願書 1部 [様式１]

2

자기소개서 1부 [양식 2] 自己紹介書 1部 [様式２]

3

유학경비부담 서약서 1부 [양식 3] 留学経費負担 誓約書 １部[様式３]

4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4] 個人情報同意書 [様式4]

5
6

7

8

9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지원자 유의사항 [양식 5]
新型コロナ感染症の予防のための志願者注意事項

13
14

15

16

17

해당없음

不需要公证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뒤) 1부(소지자에 한함)
부모가 한국체류중이고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부모 등록증도 포함

外国人登録証の写し（前・後ろ）１部（所持者に限る）
両親が韓国滞在中で外国人登録証がある場合は両親の登録証も含む

부모님 신분증 사본 각 1부(여권 또는 해당 국가의 신분증이나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両親のパスポート（又は該当国家の身分証明書か韓国の外国人証明証）写し各１部
유학경비부담 서약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증명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留学経費負担誓約者の在職証明書又は所得証明書などの所得を確認できる書類１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両親が全て外国人（外国籍）の外国人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공증본 1부 高中(预)毕业证公证书 1份

•본인만 외국인 仅本人是外国人的情况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해외학교의 졸업(예정)증명서 공증본 각 1부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両親が二人とも外国人（外国国籍）の外国人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공증본 1부 高校の成績証明書公証本１部
•본인만 외국인 本人のみ外国籍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해외학교의 성적증명서 공증본 각 1부

韓国の小中高等学校教育に該当する日本国での学校の成績証明書の公証本各１部

12

공증방법

公証方法

본인 여권 사본 1부 本人のパスポート写し １部

韩国初·中等教育相当的海外学校(预)毕业证公证书 各1份

11

확인
确认

지원자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志願者の両親の家族関係証明書１部
부모님 이혼 또는 사망 시 사실 확인 가능 서류 공증본 제출
両親が離婚又は死亡時 事実確認が可能な書類公証本の提出
한국어 능력 증명서: TOPIK 2급 이상 성적표 1부

번역공증
(한국어 또는 영어번역)
翻译公证
（韩语或英语翻译）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領事確認
又は
ポスティーユ
(Apostille)
번역공증

翻訳の公証
(한국어 또는 영어번역)

（韓国語又は英語翻訳）

韓国語能力試験: TOPIK 2級以上の成績表 1部

한국어정규과정 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
韓国語正規課程修了証明書及び成績証明書1部（該当者）
출입국 사실 증명서: 출생부터 지원시점까지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의 경우에만 제출

出入国事実証明書：出生から志願の時点まで 本人だけが外国人（外国国籍）の場合だけ提出
예금잔고증명서 (본인 또는 부모의 증명서.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의 증명서도 가능.
약 USD 20,000 이상) 1부
부천대학교 한국어정규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약 USD 10,000을 증빙

預金残高証明書（本人又は両親の証明書 結婚移民者は配偶者の 証明書も可能 約USD
20,000以上）１部
プチョン大学の韓国語正規コースを修了した学生はUSD10,000を証明
전형료 35,000원 受験料 35,000ウォン

해당 없음

不需要公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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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후기 입학서류 체크리스트(영어)

Checklist for 2022 Fall Semester Admission Required Document
No

내용
Contents

1

입학원서 1부 [양식 1] 1 Copy of Application Form with ID photos(3cm x 4cm) [Form 1]

2

자기소개서 1부 [양식 2] 1 Copy of Self-introduction [Form 2]

3

유학경비부담 서약서 1부 [양식 3] 1 Copy of Letter of Pledge for expenses for studying abroad [Form3]

4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4] Document for Personal Information Agreement [Form 4]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지원자 유의사항 [양식 5]
Precautions for Applicants to Prevent from COVID19 Infection [Form 5]

6

본인 여권 사본 1부 Copy of an applicant’s passport(if not available, copy of national ID)

7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뒤) 1부(소지자에 한함)
부모가 한국체류중이고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부모 등록증도 포함
If available,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of Korea(If the applicants’ parents are residing in
Korea and hold the IDs in Korea, you must include them.)

8

부모님 신분증 사본 각 1부(여권 또는 해당 국가의 신분증이나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Copies of parents’ passport(if not available, copy of national ID or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of Korea)

9

유학경비부담 서약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증명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 Copy of Employment Proof, Income Certificate, or Document proving Income of the person who
wrote the pledge to pay expenses for studying abroad

확인
确认

공증방법
How to Notarize Doc.

해당 없음
N/A

번역공증
(한국어 또는 영어번역)
Must be translated into
Korean or English by a
notarized translator.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공증본 1부
•본인만 외국인
-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해외학교의 졸업(예정)증명서 공증본 각 1부
10

•He/she whose parent(s) and him/herself are all foreigners:
- 1 Notarized Copy of High School Diploma (or Graduation-To-Be Certificate)
•He/she only who him/herself is a foreigner:
- 1 Notarized Copy of Transcript of Overseas Schools Equivalent to Korea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공증본 1부
•본인만 외국인
-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해외학교의 성적증명서 공증본 각 1부

11

•He/she whose parent(s) and him/herself are all foreigners:
- Copy of High School Diploma
※ Submit transcripts with full marks
•He/she only who him/herself is a foreigner:
- Certificate of completed overseas regular school education corresponding to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Korea.

12

지원자의 출생증명서 1부
부모님 이혼 또는 사망 시 사실 확인 가능 서류 공증본 제출
※베트남: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모두 제출
Legal Documentation Verifying Applicants’ and Family Members’ Nationality and Relationship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hip (e.g. family register, birth certificate)
※ Applicants from Vietnam: Both Legal documentation verifying applicants’ and family members’
nationality and relationship and Birth certificate are required.

13

한국어 능력 증명서: TOPIK 2급 이상 성적표 1부
Language Proficiency Documents: Certificate of more than TOPIK 2nd grade

14

한국어정규과정 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및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
If available, Certificate of Completion and Transcript of the Korean Language Center

15

출입국 사실 증명서: 출생부터 지원시점까지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의 경우에만 제출
Immigration Certificate: Only he/she who is a foreigner from the birth to the point of application is
requested to submit the certificate.

16

예금잔고증명서 (본인 또는 부모의 증명서.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의 증명서도 가능.
약 USD 20,000 이상) 1부
부천대학교 한국어정규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약 USD 10,000을 증빙
Certificate of Bank Balance
Bank certificate issued in the applicant’s name or the applicant's parent’s name with a balance of at
least USD 20,000. Marriage immigrants may also submit their spouse's certificate.
Those who applied to Bucheon University after completion of a Korean Language Program at
Bucheon University should have a bank balance of USD 10,000 or more.

17

전형료 35,000원 Hujjatlar tekshiruvi uchun 35,000von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Apostille)
Originals of apostille
or consular affairs
confirmations must be
submitted.

번역공증
(한국어 또는 영어번역)
Must be translated into
Korean or English by a
notarized translator.

해당 없음
N/A

MEMO

5

캠퍼스 안내도

■ 본캠퍼스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56번길 25
찾아오는 길 : 1호선 부천역 3번 출구 도보 15분
C

Ⓐ 공학관
Ⓑ 꿈집

D

B

기숙사
E

Ⓒ 예지관
Ⓓ 세미나관

A

J

Ⓔ 한길관
H

Ⓕ 한길체육관
Ⓖ 몽당도서관

K
F

G

Ⓗ 밀레니엄관

L

Ⓘ 몽당기념관
Ⓙ 국제관

I

M

Ⓚ 어울림
Ⓛ 주차장
국제교류원

Ⓜ 정문

■ 소사캠퍼스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56번길
찾아오는 길 : 1호선 소사역, 서해선 소새울역 2번 출구 도보 10분, 시흥 IC 접근

F

Ⓐ 공학강의동

G

Ⓑ 몽당기숙사동
Ⓒ 주차장
Ⓓ 버스정류장
Ⓔ 주 진입로
B

Ⓕ 운동장

A

Ⓖ 샤워실
Ⓗ 주차장(야외)

C
D
E

H

BUCHEON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부천대학교 국제교류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56번길 25(심곡동)
TEL 032) 610-0721/0722

FAX 032) 610-0729

부천대학교 http://www.bc.ac.kr

국제교류원 https://dept.bc.ac.kr/itntn/index.do

SNS https://www.facebook.com/bcuoia
부천대학교 국제교류원

E-mail bcuoia@bc.ac.kr

부천대학교 국제교류원

bcu.internatio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