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2021. 1학기 대학 외국인 특별전형 온라인 원서접수 방법
Application website 在线报名页面

http://ipsi1.uwayapply.com/foreign/knu_intl_undergrad/?CHA=2
m 회원가입 방법 (How to sign up / 注册会员方法)

‘Sign Up’클릭 (Click/点击 ‘Sign Up’)
‘동의합니다’ 클릭 후
‘동의’ 누르기
Check the boxes and click ‘동의’
全部勾选后, 点击‘동의’

한국 휴대폰 번호가 있는 학생 :
‘휴대폰번호가 있는 경우’선택
–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입력 – 확인
Students who have a mobile phone :
Select ‘휴대폰번호가 있는 경우’and
type in your ‘Name’, ‘Date of Birth’,
and ‘Mobile phone number’, Click ‘확인’.

有韩国手机号码的学生选择‘휴대폰
번호가 있는 경우’, 输入姓名、
出生年月日及手机号码之后点击‘확인’
한국 휴대폰 번호가 없는 학생 :
‘휴대폰번호가 없는 경우’선택 –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입력 – 확인
Students who don’t have a mobile phone :
Select ‘휴대폰번호가 없는 경우’and type in
your ‘Name’, ‘Date of Birth’, and ‘Email
address’, Click ‘확인’.

没有韩国手机号码的学生选择‘휴대
폰번호가 없는 경우’, 输入姓名、
出生年月日及电子邮箱地址之后点击 ‘확인’

아이디 입력 후 ‘중복확인’ 누르기 Type in your ID and click / 输入ID后点击 ‘중복확인’
비밀번호 입력(영문+숫자+특수문자로 조합하여 8~12자로 입력) 후 비밀번호 확인
Type in your password(mix with alphabek+number+special symbol, characteristics under 8~12.) twice.

输入密码（英文+数字+特殊符合组合成的8~12字）后, 在下栏中再次填写相同的密码
생년월일 및 성별 입력 Type in your Date of birth and Gender. 输入出生年月日及性别
전화번호/휴대폰번호(선택 가능) 입력 후 이메일 확인,
Type in the telephone number/mobile phone number(if any), and confirm your email address.

输入电话号码/手机号码（可选择）后确认邮箱

입시정보, 뉴스레터 등 이메일 수신동의’ 클릭 후 ‘확인’ 누르기
Check / 勾选 ‘입시정보, 뉴스레터 등 이메일 수신동의’, click / 点击 ‘확인’.

가입완료 메시지 확인 후, ‘원서접수 홈’ 클릭
After checking the completed message,
click ‘원서접수 홈(Uwayapply Home’ button.
确认注册完成信息后，点击‘원서접수 홈’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Int’l student’ 클릭
Click ‘Int’l student’ at the homepage of Uwayapply. 在Uway Apply网页中点击 Int’l student’

‘경북대학교(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대학 외국인(Undergraduate)’
클릭 후 원서접수 시작
Click ‘경북대학교(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대학 외국인(Undergraduate)’. and start
your online-application.
找到‘경북대학교(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대학 외국인(Undergraduate)’
点击后开始申请报名。

m 원서접수 방법 (How to do the online application, 报名方法)
입학요강 및 전형일정 확
인 후 제일 하단의 ‘원
서작성하기’클릭
After checking the
admission guidelines
and schedule, click the
‘원서작성하기’ at the
bottom of the webpage.
招生简章及具体日程确认
后点击最下方的‘원서작성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부분에서 ‘동의함’ 및 ‘확인함’ 클릭
(모든 항목에 다 ‘동의함’ 및 ‘확인함’으로 클릭하여야 함)
Check ‘동의함 and ’확인함’ at the part of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All items should be clicked to ‘동의함’ and ‘확인함’. 所有条目都需要勾选‘동의함’和 ‘확인함’

‘원서작성하기’ 클릭 Click / 点击 ‘원서작성하기(APPLICATION)’.

원서작성(* 표시 항목은 반드시 입력해야 함) Start the application.
(Items marked with * must be typed in. * 标注条目必须填写)

작성한 내용 확인 및 전형료 결제 确认填写内容及结算报名费。
Confirm all contents you typed in, and make the application fee payment.

전형료 결제 후 접수 완료 结算报名费后受理完成。
After paying the application fee, your application will be completed.

‘입학신청서’ 출력 후 지원서류와 함께 11월 12일 18시 이전까지 국제교류처로 제출
Submit the completed and printed application form downloaded along with supplementary
documents to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by Nov. 12th, 18:00.

打印出来的‘입학신청서’和报名材料在11月12日18点之前一起提交给国际交流处。
‘수험표’출력 후 본인 보관
Print out a test identification slip, and keep it for your reference.

打印的准考证由本人保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