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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 유의사항>

Ⅰ. 지원자 공통

1. 고등학교 성적

1) 고등학교 성적은 학기별, 학년별 성적 제출이 원칙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학교장 직인이 찍힌 서류발급불가 사유서를 제출

2) 고등학교 학기별, 학년별 성적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는 사유서와 함께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졸업시험 성적 등을 제출 

3) 졸업예정자의 경우 반드시 마지막 학년 1학기 성적까지 제출

2. 원본서류 및 번역공증 

1) 모든 원본서류는 3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여야 하며, 이를 영문 혹은 한글로 번역

공증 받아 반드시 공증원본을 제출

2) 번역공증은 반드시 번역공증 전문회사 및 업체에서 발급받을 것. 

3) 본인이 번역한 번역본에 공증 받아온 서류 제출 불가

3. 포트폴리오 확인서

1) 디자인조형학부 지원자의 경우 포트폴리오가 본인의 작품이라는 확인서를 최종

출신고교에서 발급받아 제출

2) 확인서는 반드시 출신 고교 학교장의 직인 혹은 날인이 새겨져 있어야 함. 

3) 부득이한 경우 학교계정의 담당선생님 이메일로 위에 언급된 확인서를 첨부하여 

국제입학팀 이메일(admission@adm.korea.ac.kr) 보낸 후 원본 확인서 추후 우

편으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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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접수

1) 5인 이상 단체로 접수할 시, 반드시 서류접수 마감일 7일 전까지 인터넷 접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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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적별 지원자 유의사항

1. 중국 국적자

1-1. 온라인 원서접수 시

1) 연락처는 유학원을 제외하고 본인과 직접 연락이 닿을 수 있는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및 직계가족의 연락처를 입력

2) 출신학교는 반드시 고등학교부터 중학교, 초등학교의 순서대로 기입

1-2. 제출서류 접수 시

1) 모든 원본서류는 3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여야 하며, 이를 영문 혹은 한글로 번역

공증 받아 반드시 공증원본을 제출. 단, 호구부의 경우 최근 1년 내에 발행한 

것으로 제한함. 

2)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경우 친권 혹은 양육권이 명시된 이혼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친권(양육권)을 가진 부친 혹은 모친이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증명서와 재

혼한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과 호구부를 함께 제출

3) 호구부를 제출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의 경우 이와 상응하는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4) 모든 어학능력시험의 경우 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하며, 온라인접수 

및 서류접수기간 후에 발급되는 성적표의 경우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5) 어학능력입증서류 중 어학당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성

적이 명시된 성적증명서와 최종급수가 명시된 수료증명서를 함께 제출

6)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는 会考(Huikao)로 대체 불가하며, 반드시 학년별, 학기별, 

과목별 성적이 표기되어야 함. 또한 고교 3학년 전체 성적이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뒷받침 할 활동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7)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는 각 과목별 만점 점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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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 국적자 중 국내 체류 화교 지원자 

1)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내 지역 주민센터 혹은 상위기관에서 발급받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필수)

2) 화교협회에서 증명서를 받아올 경우 주한 대만 대표부에서 반드시 공증을 받을 것.  

3.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국가 

1) 주한 대사관에서 발급되는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위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지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