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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미주지역 한인 간호사 간호학과 특별전형 사항

 1. 입학전형 기준

m 전형일정

- 인터넷 지원서접수 : 2012.11.22(목)～2013. 1.10(목)

- 합격자 발표 : 2013. 1. 30(수)

- 합격자 등록 : 2013. 2. 1(금)～2. 7(목)

m 전형유형

- 정원 외 특별전형

m 모집인원,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구 분 주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 주 뉴욕총영사관 관할 이외 지역

모집
인원

70명 80명

지원
자격

국내 간호대학 졸업자 중 주 뉴욕총
영사관 관할(주 시카고총영사관 포함) 
지역의 해외동포(시민권자 포함)

국내 간호대학 졸업자 중 주 뉴욕총
영사관 관할 지역 이외 지역의 해외
동포(시민권자 포함)

① 편입학 지원자의 선호에 따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관할 지역 영사관을 선택할  
   수 있음.
② 시험은 지원자가 선택한 관할 지역 영사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응시하여야 함.
※ 편입학 합격 후 지원자가 선택한 관할지역 영사관은 변경이 불가함. 

제출
서류

①입학지원서 1부
②(국내 대학) 졸업증명서 1부
③(국내 대학) 성적증명서 1부
④(국내)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아래의 서류는 2012. 11. 22.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하며, 해당 서류만 제출
 ⑤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부(주 관할지역 총영사관 발행) 
 ⑥외국인(시민권자) : 시민권자의 거주지증명서(미국 공증인 공증) 1부
 ⑦성씨변경자 : 동일인 증명서(확인서) 1부(주 관할지역 총영사관 발행)

m 전형방법

- 연장자 우선 선발(10%) 후 성적(평점평균)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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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학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요청사항

※ 본교의 입학지원서 접수시스템(www.knou.ac.kr) 접속

①주민등록번호입력

- 시민권자의 경우 졸업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②수강지역선택

- 주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

: 서울지역대학(미주 뉴욕) 선택(수강코드 번호 012)

- 주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 이외 지역

: 서울지역대학(미주뉴욕 이외지역) 선택(수강코드번호 202)

③주소지 및 휴대전화입력

- 지원자가 연락 받을 수 있는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입력하되, 국내에

연고가 없는 지원자는 아래 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일괄 기재

※ 주소 : (110-791)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입학관리팀

※ 휴대폰 : 010-1234-1234로 일괄 입력(＊필수 입력사항)

④전자우편주소필수 입력

- 지원자와 직접 연락이 가능한 전자우편(E-mail) 주소 반드시 기재

⑤서류제출처선택

- 지원자 모두 대학본부를 선택하고,

- 직접 연락이 가능한 전자우편(E-mail) 주소 반드시 기재

⑥ 전형료 결제

- 현지에서 원화로 환전(9,000원)하여 우리 대학 지정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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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가 부족할 경우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원화로 9,000원을

입금하여야 함.

※전형료 입금시 반드시 지원자의 이름으로 입금하고, 지원서번호를

기입하여야 지원자와 전형료 결제자를 동일인으로 인지하여 접수가

가능함.

- 전형료 결제 계좌

구  분 주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 주 뉴욕총영사관 관할이외 지역

은  행 국민은행 국민은행

입금계좌 96279078815788 96149078440712

⑦ 제출 서류 및 제출 기한 엄수

【제출 서류】

①입학지원서 1부 (접수 시스템에서 입학지원서 작성 후 출력)

②(국내) 간호사 면허증(사본) 1부

③(국내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아래의 서류는 2012. 11. 22. 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하며, 해당 서류만 제출

 ④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부(관할지역 영사관)

 ⑤외국인 : 미시민권자 거주증명서 1부(미국공증인 공증)

 ⑥성씨변경자 : 동일인증명서(확인서) 1부(관할지역 영사관)

【제출 기한】

①등기(항공)우편에 의한 경우 : 2013. 1. 7(월) 까지

②직접 제출하는 경우 : 2013. 1. 10(목) 까지

⑧ 입학지원서 작성에 따른 유의사항

- 우리 대학교의 입학지원서 접수 시스템은 지원서작성→전형료 결제

→서류 접수 완료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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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지원자가 1단계인 지원서 작성을 완료하였더라도 전형료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형료를 지정계좌에 입금하도록 안내(필수)

【참고자료】

1. 2013학년도 입학지원서(서식 : 견본)

2. 재외국민등록부등본(서식 : 견본)

3. 미 시민권자의 거주사실증명서(서식 : 견본)

4. 2013학년도 입학전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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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입학지원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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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 성    명
(한글)                       

(영문)

 2. 생년월일  3. 성별     

 4. 주민등록번호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을 한 경우) -

 5. 대한민국내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가 있는 경우)

 6. 병역관계

 7. 체류국내 주소(현주소) 또는 거소

 8. 체류목적 및 자격  

 9. 최초입국일
(귀국예정일이 있는 경우 함께 기재)

 10. 여권번호 및 그 밖의 사항  최초입국일:            (귀국예정일:                    )

 11. 등록공관 및 등록일자  

     위의 내용이 재외국민등록부와 동일한 내용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외교통상부장관(주     대사관․총영사관(   분관․출장소)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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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사실 증명서

PROOF of RESIDENCY for U.S. CITIZEN

한국성명

Korean Name
영문성명

English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남(M) 여(F)

여권번호

Passport No.

시민권번호

C i t i z e n s h i p

No.
주 소

Residential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No.
사용용도

Purpose of This

Document

신청자 서명 (Signature of Applicant) :

작성일 (Date) : . . .

※ 동 양식은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시로 작성된 것이므로 신청자는 용도에 맞게 수정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This is a sample form for the convenience of applicant. You may modify this form according to your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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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4>

2013학년도 입학전형 주요 일정입학전형 주요 일정

구  분 정 시 모 집 추 가 모 집 비 고

입학

지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지원서 접수

: 2012. 11. 22(목)∼2013. 1. 10(목)

▪지원서 접수

: 2013. 2. 1(금)∼2. 7.(목)

▪등기우편

2012. 11. 22.(목)～2013. 1. 7.(월)

※2013. 1. 7(월)까지 도착분에

한함

▪등기우편

2013. 2. 1(금)∼2. 5.(화)

※2013.2.5(화)까지 도착분에

한함

▪방문

2012. 11. 22.(목)～12. 31.(월)

09:00～18:00

※ 토․공휴일 제외

▪방문

2013. 2. 1.(금)～2. 4.(월)

09:00～18:00

※ 토․공휴일 제외

▪권장방문

2013. 1. 2.(수)～2013. 1. 10.(목)

09:00～20:00

※ 토․공휴일 포함

▪권장방문

2013. 2. 5.(화)～2. 7.(목)

09:00～20:00

합격자

발표
2013. 1. 30(월) 09:00 2013. 2. 19(화) 09:00

합격자

등록
2013. 2. 1.(금)～2. 7.(목) 2013. 2. 20.(수)～2. 21.(목)

예비

합격

자

발표 2013. 2. 25(월)

등록 2013. 2. 26(화)~2. 27(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