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제출서류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입학지원 안내
1. 온라인 지원하기
2. 전형료 납부 (※ 반드시 지원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 전 형 료 : 70,000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2704-9306-1183-90 [예금주: 숭실대학교(경영대학원)]

3.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하단 내용 참조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or 등기우편 송부
▶ 제출기간 : 접수기간 안에 교학팀에 제출
▶ 제출장소 : (06978)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웨스트민스터홀 542호
경영대학원 교학팀

제출서류 Required documents list
[ 국외대학 졸업자 ]
1. 입학원서 (사진: 4*3 / 1매), 학력조회 확인서
2. 입학원서 Application for Admission (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3. 졸업예정증명서(issued by home university with Official Stamp) 공증 사본 1부.
(입학서류 제출 시 아직 졸업하지 않은 졸업예정자에 한함)
4. 全학년 성적증명서 원본사본 및 영문번역 사본(with Official Stamp) 공증 사본 1부.
(성적증명서에 백분율 기재 – 100점 만점의 점수 기재)
5. 학위증 원본사본 및 영문번역 사본(with Official Stamp) 1부.
6. 부모 국적증명서(원본제출) 또는 부모 여권사본 각 1부.
7. 현지 신분증 사본 1부.
8. 여권사본 1부.
9. 재정능력 입증서류 : USD 20,000 이상 은행예치잔고증명서 원본 1부.
(발급한 날짜로부터 6개월 유효기간)

※ Official Stamp는 출신 학교 또는 대사관에서의 Stamp만 인정함.

※ 원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및 공증본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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