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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대학교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2021학년도 2학기) 원서접수 방법 >

How to Appl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Graduate (2021 Fall)

※ 대학원 지원 웹사이트(Graduate Admission Application Website): 

http://ipsi1.uwayapply.com/foreign/knu_intl_grad/?CHA=2

m 회원가입 방법 (How to Sign Up at the application website)

1.‘Sign Up’ 클릭 (Click ‘Sign Up’)

2. ‘동의합니다’ 클릭 후 ‘동의’ 누르기

    (Check the boxes and click ‘동의’(Agree)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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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휴대폰 번호가 있는 학생

 ‘휴대폰번호가 있는 경우’선택

   –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입력 – 확인

▶If you have a mobile 

phone number in Korea, 

please select ‘I have a 

mobile phone 

number’and put your 

name, date of birth and 

mobile phone number, 

and then click 

‘confirm’.

▶ 한국 휴대폰 번호가 없는 학생

 ‘휴대폰번호가 없는 경우’

   선택 –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입력 – 확인

▶ If you do not have a 

mobile phone number in 

Korea, please selece ‘I 

do not have a mobile 

phone number’ and put 

your name, date of birth 

and email address, and 

then click ‘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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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디 입력 후 ‘중복확인’ 누르기 

   (Put your ID and click ‘Confirm ID’to avoid duplication.)

비밀번호 입력(영문+숫자+특수문자로 조합하여 8~12자로 입력) 후 비밀번호 확인

(Put your Password-mix with alphabet+number+special symbol, characteristics under 8~12.)

생년월일 및 성별 입력

(Put your Date of Birth and Gender)

전화번호/휴대폰번호(선택가능), 이메일 입력 후 ‘입시정보, 뉴스레터 등 이메일 수신동의’ 클릭 후 ‘확인’

(Put your Phone or Mobile No, email address and check the boxes, and click ‘Confirm’.)

4. 가입완료 메시지 확인 후,‘원서접수 홈’ 클릭

   (Click ‘Uwayapply Home’button.)

 원서접수를 위해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See the next page to start your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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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원서접수 방법 (How to Apply after Sign-up)

1.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Int’l student’ 클릭

   (Click ‘Int’l student’ menu at the Uwayapply home.) 

2. 경북대학교(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대학원 외국인(Graduate)-2021.2

학기 클릭 후 원서접수 시작

   (Click 경북대학교(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대학원 외국인

(Graduate)-2021.2학기 and start your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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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서작성하기’버튼 클릭 (Click ‘APPLICATION’ button.)

4. 모든 ‘동의함’ 및 ‘확인함’ 체크 후 원서작성하기 버튼 클릭

   (Check all ‘Agree’ buttons and ‘Confirmed’ buttons, and click 

‘APPLICATION’butt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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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cademic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입력 – 성명(한글)과 외국인등록번

호의 경우, 있는 경우만 입력

(Put your Academic Inform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 In case of 

Name(Korean) and Alien Registration No., you do not have to fill out if 

you do not know/have.)

6. 사진 업로드를 위해 ‘찾아보기’클릭, 사진을 선택한 후 ‘사진등록’ 버튼 클릭

   (To upload photo, please click ‘찾아보기’button and select the photo, 

and then click ‘사진등록’button to uploa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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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ducation Background 부분에서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오른쪽의 박스를 체크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칸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님)이라면 이 박스에 체크하면 안됩니다.

   (If one of or both of your parents’ current nationality is ‘Republic of 

Korea’, check the box and fill out more info shown. However, if both 

of your parents are foreiners (=not Koreans), then DO NOT check the 

box.)

8. 다른 정보들을 입력한 후 ‘동의함(Agree)’버튼을 클릭하고 ‘저장하기’클릭

   (Fill out other fields and check ‘Agree’ and click ‘SAVE’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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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력된 모든 정보를 확인 후 ‘결제하기’ 클릭 후 수험료 결제

   (Confirm all the info you put, and then click ‘PAYMENT’and make a 

payment.)

10. 입학신청서 출력 후 다른 입학 서류들과 함께 경북대학교 국제교류처에 5월 13일(목) 

저녁 6시까지 제출

    (Print your application form and send/submit it to KNU OIA with other 

required admission documents until May 13th (Thur) 18:00.)

 주소: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국제교류처

         (첨성인미래관 2층 – 건물번호: 108), (우편번호: 41566) 박상은

 Address: Ms. Sang-eun Park,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heomseongin Student Futures Support Building – 
Building No. 108), 80 Daehak-ro, Buk-gu, Daegu, Republic of Korea 

(41566)

 전화(Tel): +82-53-950-2436

 문의(Inquiry): admission@knu.ac.kr

※ 입시 기간동안 수험번호를 쓸 일이 많으니 반드시 본인의 수험번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

다. (Please remember your Application No., as it will be used frequently 

during the admission process.)

Your Course 

and Major

Application 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