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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일정 및 주요사항

  가. 전형일정

구분 추진일정 주요내용

원서접수
2022.01.06.(목) ~ 2022.01.14.(금) 

17:00까지 (인터넷 접수만 실시)

- 인터넷 접수

 ∙ 유웨이어플라이

서류제출 2022.01.18.(화) 17:00 도착분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실기고사/면접고사 2022.01.21.(금) 

- 항공서비스학과, 공연예술학과

   (신입학 지원자에 한함)

- 대상자는 개별연락 예정

합격자발표 2022.02.03.(목)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enter.pcu.ac.kr)

등록금 납부
2022.02.09.(수) ~ 02.11.(금)

은행마감 시간까지
 KB국민은행 전국지점

※ 지원 자격에 관한 심사는 기본적인 지원 자격에 관한 심사와 학력조회 등 전형 단계별로 종합

적으로 이루어지며, 일괄적인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된 학생에 한해 개별 연락합니다.

  나. 주요사항

    1)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실시합니다.

    2)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본교의 모집단위 지원은 1개 학부(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학 중이라도 입학을 취소합니다.

    6) 등록금 환불은 본교 규정에 준하여 환불합니다.

  7) 학부로 모집한 경우 전공배정은 본교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에 선택합니다.

  8) 유아교육과, 가정교육과, 간호학과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9) 건축학부는 실내건축학만 모집합니다.

 10)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의료보험에 가입됩니다.

 【각종서류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3534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1층 입학처 입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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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가. 신입학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
대학　 　모집단위 세부전공 및 트랙 계열 모집

인원 비고

　
인문
사회
대학

기독교사회복지학과

인문
사회

제한
없음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중국통상학과
일본학과
영어과 영어영문/TESOL비즈니스영어학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경찰법학과 경찰학/법학
행정학과 행정학/공무원
심리상담학과
유아교육과 - 모집인원없음

경영
대학

경영학과

인문
사회

제한
없음

무역물류경영학과
e-비즈니스학과
관광경영학과
호텔항공경영학과
항공서비스학과 면접고사있음

생명
보건
대학

의생명과학과

자연
과학

식품영양학과
원예산림학과
간호학과 - 모집인원없음
실버보건학과

제한
없음

외식조리학과

AI·SW
창의
융합
대학

전자공학과

공학

전기공학과 인공지능/전기공학

AI소프트웨어공학부
컴퓨터공학/인터넷소프트웨어학/
정보보안학/게임공학/모바일소프
트웨어학

드론·철도·건설시스템공학과
드론·로봇공학/스마트응용소프트
웨어공학/철도건설시스템공학

신소재공학과

문화
예술
대학

건축학과【5년제】 - 모집인원없음
실내건축학과

제한
없음

조경학과

아트앤웹툰학부 아트앤웹툰(회화/산업디자인/웹
툰),게임애니메이션 예체능

광고사진영상학과

미디어콘텐츠학과 인문
사회

의류패션학과 자연
과학

공연예술학과 보컬/작곡및미디/악기(드럼,기타,
베이스,건반)/클래식피아노

예체능
실기고사있음

레저스포츠학과
뷰티케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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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학년 편입학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

대학
모집단위 세부전공 및 트랙

모집

계열

모집

인원
비고

인문사회

대학

기독교사회복지학과

인문사회

제한

없음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중국통상학과

일본학과

영어과 영어영문/TESOL비즈니스영어학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경찰법학과 경찰학/법학

행정학과 행정학/공무원

심리상담학과

유아교육과 - 모집인원 없음

경영대학

경영학과

제한

없음

무역물류경영학과

e-비즈니스학과

관광경영학과

호텔항공경영학과

항공서비스학과

생명보건
대학

외식조리학과

자연과학

의생명과학과

바이오헬스케어융합학부 식품영양학/헬스케어생명공학

원예산림학과

간호학과 - 모집인원 없음

실버보건학과

제한

없음
AI·SW창의

융합대학

전자공학과

공학

전기공학과 AI(인공지능)/전기공학

AI소프트웨어공학부
정보통신공학/컴퓨터공학/정보보
안학/게임공학

드론·철도·건설시스템공학과
드론로봇공학/스마트응용소프트웨
어공학/철도건설시스템공학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화장품공학

문화예술

대학

건축학과 - 모집인원 없음

실내건축학과

조경학과

미디어콘텐츠학과 인문사회

의류패션학과 자연과학

광고사진영상학과

예체능

아트앤웹툰학부(아트앤웹툰)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클래식피아노

레저스포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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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3학년 편입학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계열 모집인원 비고

복지신학과

인문사회
제한없음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중국통상학과

일본학과

영어과

스페인어ㆍ중남미학과

경찰법학과

행정학과

심리상담학과

유아교육과
- 모집인원 없음

가정교육과 자연과학

경영학과

인문사회

제한없음

무역물류경영학과

e-비즈니스학과

관광경영학과

호텔항공경영학과

외식조리학과 자연과학

항공서비스학과 인문사회

의생명과학과

자연과학

생명공학과 모집인원 없음

원예산림학과

정밀응용과학부(정밀응용과학)
- 모집인원 없음

간호학과

실버보건학과

제한없음

전자공학과

공학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게임공학과

드론·철도·건설시스템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실내건축학과

조경학과

아트앤웹툰학부(아트앤웹툰)
예체능

광고사진영상학과

미디어콘텐츠학과 인문사회

의류패션학과 자연과학

실용음악과

예‧체능피아노과

레저스포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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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4학년 편입학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계열 모집인원 비고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인문사회
제한없음

영어영문·러시아학부(영어영문학)

영어영문·러시아학부(러시아·중앙아시아학)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스페인·중남미학과

중국통상학과

일본학과

심리상담학과

복지신학과

실버보건학과(인문계열)

유아교육과
- 모집인원 없음

가정교육과 자연과학

경영학과

인문사회

제한없음

무역물류경영학과

e-비즈니스학과
기업컨설팅학과

행정학과

공공인재학부(정부․공기업전공)

공공인재학부(경찰소방전공)

공무원법학과

생물의약학과

자연과학
바이오·의생명공학과

생명공학과

원예산림학과

컴퓨터공학과

공학

정보통신공학과

게임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드론·철도·건설시스템공학과

컴퓨터수학과 자연과학

신소재공학과
공학

정밀응용과학부(나노고분자재료공학, 제약공학)

간호학과 자연과학 - 모집인원 없음

관광경영학과

인문사회

제한없음

호텔항공경영학과

항공서비스학과
외식조리학과 자연과학

레저스포츠학과 예‧체능

미디어콘텐츠학과 인문사회

광고사진영상학과 예‧체능

의류패션학과 자연과학

조경학과 공학

미술디자인학부

예‧체능실용음악과

피아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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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가. 지원자격

구분 지 원 자 격 비고

정부초청

장학생

 1. 부, 모, 본인 모두가 외국인(순수외국인)인 정부초청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한국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이면서 국내 한국어연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인 자

    (단, 이공계열의 경우 TOPIK 2급 이상은 지원가능하며, 입학 후 1년 간 

25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졸업 전까지 TOPIK 4급 이상 취득해야 졸업 가능함

00명

부모 

모두

 

외국

인인

 

외국

인

신

입

학

 1. 부, 모, 본인 모두가 외국인(순수외국인) 지원자로 고교졸업(예정)한 자로서,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인 자 또는 본교 한국어교육원 시행 한국

어학업능력평가시험 3급 이상 합격자

    (단, 이공계열의 경우 TOPIK 2급 이상은 지원가능하며, 입학 후 1년 간 

25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졸업 전까지 TOPIK 4급 이상 취득해야 졸업 가능함

모집인원

제한없음

편

입

학

 1. 부, 모, 본인 모두가 외국인(순수외국인) 지원자로 대학과정 수료 및 졸업(예정)자로서,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인 자 또는 본교 한국어교육원 시행 한국

어학업능력평가시험 3급 이상 합격자

     (단, 이공계열의 경우 TOPIK 2급 이상은 지원가능하며, 입학 후 1년 간 

25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졸업 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해야 졸업 가능함

  가. 2학년 편입

    - 4년제 대학 1학년(2개 학기)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자

    - 2 ․ 3년제 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3학년 편입

    - 4년제 대학 2학년(4개 학기)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자

    - 2 ․ 3년제 대학에서 졸업(예정)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다. 4학년 편입

    - 4년제 대학 3학년(6개 학기)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자

    - 3년제 대학에서 졸업(예정)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 4학년 편입학은 동일학과에 한하여 지원가능

모집인원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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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부수

정부

초청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특별전형 비고

신입

학
신입학 편입학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 1부 ● ● ●

2 본교 소정양식의 학력동의서 1부 ●

3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1부 ● ●

4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1부 ● ●

5
전적대학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1부 ●
중국 편입생인 경우 중국 
교육부학력인증서 추가 제출

6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1부 ●

7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생,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공증)
1부 ● ●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

인 특별전형으로 지원한 자 

중 부/모/본인의 관계를 증

명할 수 없을 경우 친족관

계입증서류 추가 제출

8
학생․부·모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1부 ○ ○ ○ 국내거주 외국인만 해당

9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TOPIK 3급 

이상) 또는 본교 한국어교육원 시행 

한국어학업능력평가시험 합격증(3급 

이상)

1부 ● ● ●
- 이공계열 TOPIK 2급 이상 

가능

10 정부초청장학생 증명서 1부 ● 정부초청장학생

11 여권사본 1부 ● ● ●

12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본인 혹은 부모 명의의 미화  

$12,000(한화1,200만원) 이상 은행 

예금잔고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예치) 

※ 주시경장학생의 경우 은행잔고증명서

는 우리대학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및 생활

비를 제외하여 미화 $5,000(한화 500만원) 

이상 은행 예금잔고증명서 제출

1부 ● ●

단, 본교 한국어교육원 재

학, 수료자 및 교환학생은 

본교 재학증명서 또는 수료

증명서로 대체

    ※ ●표시는 필수제출서류, ○표시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할 서류를 의미함.

    ※ 한글 및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 번역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을 지참하고 본교 

입학팀 담당자에게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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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방법 및 선발방법 (신‧편입학 공통)

  가. 전형방법

    1) 정부초청장학생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특별전형은 서류심사만으로 전형합니다.

가) 항공서비스학과 신입학은 면접고사를 실시합니다. (편입학은 면접고사 미실시).

나) 공연예술학과는 신입학은 실기고사를 실시합니다. (편입학은 실기고사 미실시).

    2)  아트앤웹툰학부 편입학은 동일계열만 지원 가능합니다.

  나. 선발방법

    1) 정부초청장학생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특별전형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에 이

상이 없을 시 합격자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항공서비스학과

      가) 항공서비스학과 신입학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으며, 면접고사를 통과 

한 자에 한해 합격자 선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항공서비스학과 편입학은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합격자 선발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공연예술학과

      가) 공연예술학과 신입학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으며, 실기고사를 통과 한 자

에 한해 합격자 선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공연예술학과 편입학은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합격자 선발을 원칙으로 합니다.

    4) 해당 국가에서 제출서류 중 일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출할 수 없는 사유의 문서를 

제출 시 인정합니다.

5. 면접고사 (항공서비스학과)

  가. 기본사항

    1) 면접고사는 신입학 지원자에 한 해 실시합니다.(편입학 지원자는 면접고사 미실시)

    2) 면접고사 과제 및 내용

평가요소 내용

이미지메이킹

면접고사 통과 후 합격자 결정
언어학습능력

전공학습능력

인성

    3) 상의는 흰색 티셔츠, 하의는 검정색 스커트

    4) 머리모양: 이마와 귀가 보이는 단정한 머리, 긴머리는 단정하게 귀가 보이도록 묶습니다.

    5) 여학생 화장 : 기초화장만 합니다.

    6) 기타 준비사항

      - 밝고 맑은 미소, 크고 명확한 목소리, 자신 있게 기본적인 자기소개를 준비합니다.

      - 일반소양 및 전공 관련 질문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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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의사항

      1) 수험생은 반드시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 면접 고사일은 개별 통보합니다.

6. 실기고사 (공연예술학과)

  가. 실기고사 과제

  

전 공 실기고사 과제 내용

보컬/작곡 

및 미디

/악기(드럼,

기타,베이스

,건반)/클래

식피아노

보컬

 자유곡 1곡

(심사위원의 요구에 따라 추가 과제가 있을 수 있음)
실기고사 

통과 후 

합격자 결정

건반

드럼/퍼커션

베이스

기타

작·편곡/
컴퓨터음악

1. 자작곡 1곡 연주

  - 컴퓨터음악의 경우 자작곡은 미디 파일로 대체가능

2. 자유곡 1곡 연주 (총 2곡 연주해야 함)

클래식피아노
자유곡 1곡

(심사위원의 요구에 따라 추가 과제가 있을 수 있음)

   나. 유의사항
    1) 수험생은 반드시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실기 고사일은 개별 통보합니다.

7. 전형료 및 유의사항

  가. 전형료

전형유형 전형료 수수료 합 계

정부초청장학생 무료 무료 무료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특별전형
50,000원 5,000원 55,000원

  나. 유의사항

    1) 입학원서와 각종 제출서류는 2022.01.18.(화) 17:00 도착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원서 상에 연락처(주소와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연락 두절로 인하여 각종 통지가 

불가능하게 되어 합격이 취소된 경우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문의사항은 본교 입학팀[Tel : (042)520-5212], [Fax: 070-4850-8305]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다. 원서작성방법

    

원서작성 대행사 접속(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접속) ➜
원서작성 후 출력하여 

이상 유무확인 ➜ 이상이 없을 경우 입학팀에 기타 제출 

서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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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학원서 작성예시】

 2022학년도 전기 배재대학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학 입학원서
수험
번호

＊

전형유형
(해당란에 ✔)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정부초청장학생

지
원
자

성    명  (한글) 배재인  (영문) Pai Chai In

사진
(4×5)

국    적 본인 중국 부 중국 모 중국

성    별 남 생년월일 1990년 12월 25일

여권번호 G10000000 외국인
등록증번호

901225-500000
0

최종학력

학교명 방정현학교  
과정구분 고등학교 ☑ 

졸업구분   (  3 )학년 수료 □   졸업 ☑

모집단위 경영학과 모집단위 
코드번호 7 2 4 전공

악기
수학기간 학력사항 재학학

년
한국 학교에 

해당하는 과정 외국학교 소재지

1900. 9 ~ 1906. 8  방정현초등 학교 6 초등학교 중국 흑룡강성 
1996. 9 ~ 1999. 8  방정현중 학교 3 중학교 중국 흑룡강성 
1999. 9 ~ 2002. 8 방정현고등 학교 3 고등학교 중국 흑룡강성 

학교

연 락 처

주   소
 국내 : 배재고등학교 PAITEL 00호 00실

 본국 :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방정현건설로 15-5

E-mail  paichaiin@pcu.ac.kr
  비상연락처(본인) : 이름(  배재인  ) 전화번호( 000-0000-0000 ) 

  비상연락처(국내) : 이름(  배재우  ) 전화번호( 000-0000-0000 ) 관계( 친구 )

  비상연락처(본국) : 이름(  배재부  ) 전화번호( 00-0000000000 ) 관계(  부  )

       본인은  배재대학교에 신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유웨이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배 재 인     (서명 또는 날인)

 배재대학교 총장   귀하

 ※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표시 란은 작성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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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원서 작성예시】

2022학년도 전기 배재대학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특별전형 편입학 입학원서
수험
번호

＊

전형유형
(해당란에 ✔)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구분
(해당란에 ✔) 2학년 편입 ☑        3학년 편입 ☑      4학년 편입 ☑

지
원
자

성    명  (한글) 배재인  (영문) Pai Chai In

사진
(4×5)

국    적 본인 중국 부 중국 모 중국
성    별 여 생년월일 1990년 12월 25일

여권번호 G10000000
외국인
등록증 
번호

901225-60000
00

최종학력

학교명   하얼빈검교학원

과정구분
무역     학과

2,3년제 대학 ☑ 4년제 대학교 □
졸업구분   (  2 )학년 수료 ☑   졸업 □

모집단위 무역학과 모집단위 
코드번호 8 2 4 전공

악기
수학기간 학력사항 재학학년 한국 학교에 

해당하는 과정
외국학교
소재지

2005. 9~2007. 8  하얼빈검교학원 3 3년제 대학교 중국 흑룡강성

연 락 처

주   소  국내 : 배재대학교 PAITEL 00호 00실
 본국 :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장양로 1389

E-mail  paichaiin@pcu.ac.kr
  비상연락처(국내) : 이름(  배재인  ) 전화번호( 000-0000-0000 ) 
  비상연락처(국내) : 이름(  배재우  ) 전화번호( 000-0000-0000 ) 관계( 친구 )
  비상연락처(본국) : 이름(  배재부  ) 전화번호( 00-0000000000 ) 관계(  부  )

       본인은 배재대학교에 편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유웨이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배 재 인     (서명 또는 날인)

 배재대학교 총장   귀하

 ※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표시 란은 작성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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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학력동의서 작성예시】 No.

               *(해외학교공식명칭 : 영문 또는 재학국언어)

School Name : ex) Tokyo School of Music

          *(해외학교공식주소 : 영문 또는 재학국언어)

Address : ex)3-14-8 Nishi-kasai, Edogawa-ku, Tokyo 134-0088 JAPAN

Subject : Transfer Student Information 

To Whom it may concern :

                                                  *(해외학교에 등록된 본인이름)

We are pleased to have the following individual, ( ex)Kim Jong Hoon ),

transferred from your school, to study here at Pai C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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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s,

Seon-Jae Kim, PH. D.

President Pai Chai University                                                                                                 

LETTER OF AGREEMENT

To whom it may concern :

I have applied to Pai Chai University in Daejeon, Korea for the 2020 academic year.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full assistance to Pai Chai University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s.

Written by applicant
(지원자기록)

Verified by previously attended school
(해외 학교 담당자 기록)

Is the credit that you acquired in university or 

college authoriz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r 

an equivalent government agency?
(해당국가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 또는 귀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교육부나 이

에 상응하는 정부기관에서 인정을 받습니까?)

□ Yes        □ No

Is it a 4 year degree program  or 2~3 year 

diploma program? (몇 년제 대학입니까?)
□ four year  □ three year  □ two year

Date of birth :

                                  
□ Correct        □ Incorrect

Date of admission(transfer from previous school):

                                  
□ Correct        □ Incorrect

Date of graduation(transfer from previous school):

                                  
□ Correct        □ Incorrect

Name and Signature : 

                                                   

Date : 

              -             -                     

Additional comments : 

                                          

Printed Name and Signatu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