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SSION & RECRUITMENT OFFICE

온라인지원서 (E-CONSORT)
작성방법 A TO Z
2019-20학년도 입학전형 지원

사전 준비사항
[공통사항]
̶

모든 지원 서류는 영문 혹은 영문 공증본 준비
̶

모든 지원 서류는 PDF 스캔본으로 준비 ※ 증명 사진은 JPG 준비

[일반전형]
̶

고교 졸업 지원자의 경우 졸업 증명서와 고교 3년 성적증명서 준비
̶

검정고시 지원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과 검정고시 성적표 준비
̶

고교 재학 지원자는 졸업예정 증명서와 성적증명서(3월 학기 지원 시 3학년 1학기까지, 9월 학기 지원 시
3학년 전체 성적 준비)

[고교장추천전형]
̶

본교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http://www.ghent.ac.kr/~faq) 후 학교장 직인 날인
̶

졸업예정 증명서와 성적증명서(3월 학기 지원 시 3학년 1학기까지, 9월 학기 지원 시 3학년 전체 성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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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페이지 접속
1
2

3

1. www.ghent.ac.kr 접속 후 ‘지원하기>온라인 지원 시스템(E-CONSORT)’ 클릭
2. ‘2019-20학년도 온라인 입학 지원 계정 생성 링크＇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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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서 아이디 생성

1
2
3
4

5

1. 영문으로 여권에 표기된 ‘성’ 입력
2. 영문으로 여권에 표기된 ‘이름’ 입력
3. 이메일 주소 입력
※ 계정 생성 이후 지원 결과 및 입학관련 모든 정보는 입력한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됨
4. 패스워드 분실 시 재발급 절차가 복잡함, 본인이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입력
5. 클릭 시 3.에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온라인 지원시스템 링크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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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지원 시스템 링크 (이메일 확인)
1

2

1. 이메일로 수신된 온라인지원서 계정 생성 확인 메일 확인
2. 추후 본 메일 내의 지원자 별로 생성된 온라인 지원 시스템 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온라인 지원서 접속 가능함
※ 지원서 중 언제든지 창을 닫아도 본 계정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마지막으로 저장된 항목으로 이동, 지원서 작성 중 틈틈이 ‘저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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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서 개요
2

3

1

1. 지원서 항목 중 미 기재 사항이 있을 시 “Your form is not complete yet” 문구와 함께 미 기재 항목 개수가 표시됨
2. 지원서 미 기재 항목은 언제든 “Check the completeness of your file” 클릭 시 확인 가능함
3. 지원서 작성 항목 중 회색( • )표시는 필수 기재 항목 임

6

5. 시작 학기 (STARTING SEMESTER)
1

2

1. 지원 학기(Starting Semester) 메뉴 선택
2. ‘Starting Semester’ 항목에서 본인이 지원하는 학기 선택
※ 19-20학년도 학기 별 지원 일정: 3월 학기(18.09.01~19.02.11) 9월 학기(19.03.01~19.07.19)
학기 별 지원 일정 이전 지원 시 지원 서류는 검토되지 않음, 해당 학기 지원 일정 내에 재 지원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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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인적사항 (PERSONAL DATA )
1

2

3
4
5

1.
2.
3.
4.
5.

인적사항(Personal Data) 메뉴 선택
기본사항 작성 후 저장
사진은 3x4 (반명함판) jpg포맷으로 업로드 후 저장, 사진 외 모든 파일은 PDF로 준비
여권번호 입력 후 저장
여권은 PDF 포맷으로 스캔 (여권 상단 서명란 포함) 및 업로드 후 저장
※ 여권이 없을 경우 영문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모든 서류는 흑백이 아닌 컬러로 스캔하여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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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인적사항 (PERSONAL DATA)

1

1. Country는 South Korea로 선택 후 저장
주소 작성시 영문으로 세부 주소, 길 번호, 도로명, 구, 시 순서로 작성
(예)Room 111, 119 Songdomunhwa-ro, Yeonsu-gu, Incheon
Mobile(휴대전화번호)은 821012341234 형식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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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적사항 (PERSONAL DATA)
1

2
3
4

1.
2.
3.
4.

Emergency Contact의 경우 비상시 연락 가능 한 사람의 인적사항 입력(통상 부모님 중 한분)
Military Service는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
Medical Background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None 선택
Personal information agree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사항에 대한 동의, 첨부파일 상세내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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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학시험 (APTITUDE TEST)
1

2

3

4

1. 입학시험(Aptitude Test)메뉴 클릭
※ 입학시험 응시 방법 및 절차는 본교 홈페이지 입학시험 소개 페이지 참고
(http://www.ghent.ac.kr/~admexamguide)
2. 입학시험 계정 생성 링크, 클릭 후 계정 생성
3. 만약 이미 계정이 있거나 재시험 응시 시 본 링크로 로그인 및 재 응시 가능
4. 입학시험 성적 입력 후 결과를 PDF 포맷으로 업로드

※ 고교장추천전형으로 지원 시 확인 사항
- Aptitude Test Score은 1로 표기
- 추천서는 PDF 포맷으로 저장 후
입학시험 성적표와 영어 성적표 대신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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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학력사항 (STUDY DATA)
1

2

3

1. 대분류 Study Data는 학력사항을 기재
2.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영문 PDF 포맷으로 업로드
3. 학교 분류는 일반고 / 자사고 / 과학고 / 과중고 / 국제고(외고) / 기타 중 선택 가능

※ 온라인 지원 시점이 재학 상태일 경우
지원서내에는 졸업예정증명서 첨부,
졸업증명서 영문 원본은 예비소집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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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학력사항 (STUDY DATA)

1
2

1.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또는 내신 성적표) 영문 PDF 포맷으로 업로드, 검정고시 지원자는
검정고시 시험 성적표 업로드
※ 성적표는 1개의 파일 업로드 가능, 성적표가 여러 장 일 경우 하나의 PDF 파일로 스캔
2. 수능 성적 및 기타 서류 제출은 Add New를 클릭하여 제출

※ 예비소집일까지 생활기록부(또는 내신
성적표) 영문 원본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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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학력사항 (STUDY DATA)

1.
2.
3.
4.

편입생의 경우 정기 학기(9월 학기) 지원만 가능하며 6월 중 지원 완료해야 함
온라인 지원서 작성, 제출 후 합격 통지서 수령(고교 증명서 기준 제출), 합격 여부는 4주내 통보됨
합격 시 본교 입학학생처(admission@ghent.ac.kr)로 편입 신청 양식을 요청 후 작성하여 제출 서류와 함께 입학학생처에 편입 신청
8월 중 학점 위원회 검토 이후 인정 학점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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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어성적 (LANGUAGE REQUIREMENTS)
1

2

3

1. 대분류 ‘Language Requirements’ 선택
2. 취득한 영어성적 선택 후 저장 (TOEFL / IELTS / SAT / ACT / SUNEUNG / IB)
3. 관련 서류 PDF 포맷으로 스캔 후 업로드(화면 캡처 파일 불가)
※고교장추천전형 지원자는 고교장 추천서를 영어성적 대신 업로드

※ 예비소집일까지 영어성적 영문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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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학금 (SCHOLARSHIP)

장학제도 중 신입생이 신청 가능한 것은 복지장학금과 입학장학금(Chem2ath)로 본 페이지는 장학금 관련 내용이 안내되어 있음. 아래의 상세
내용을 포함하나 장학금 신청은 별도의 절차에 의해 진행됨.
1. 복지장학금: 소득분배에 따른 학비지원으로 합격 통지서 수령 이후 아래 서류를 입학학생처(admission@ghent.ac.kr)로 제출
- 복지장학금 신청서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또는 부과세과세증명원 또는 비과세표준증명원 중 택 1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학생 신분증 또는 학생증
- 가족관계증명서
2. 입학장학금: 매년 5월과 11월경 개최되는 겐트대학교 화학수학경시대회로 수상자 대상 장학금, 경시대회 증명서를 PDF 파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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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정보 (OTHER INFORMATION)

1

2

3

1.
2.
3.

대분류 Other Information은 간단한 설문조사 내용이 담겨있음
Reason에서는 겐트대학교 선택 이유
겐트대학교를 처음 알게 된 경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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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서체크 (COMPLETENESS)

1

2

1.
2.
3.

모든 항목 작성 후 미기재 항목 체크를 위해 Check the completeness of your file 클릭
만일 미기재 항목이 있는 경우 상단과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으로 이동 후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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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원서 제출 (SUBMIT)

-

모든 항목이 기재 됐을 경우 Submit Your Application 팝업 창이 컴퓨터 화면에 표시
클릭하면 원서접수 완료

19

14. 제출이후 절차
̶

계정 생성 시 입력한 이메일로 수험(접수)번호 및 컨펌 메시지 발송
̶

수험번호 발송 뒤 4주 이내 지원 결과를 개인 이메일 통보
̶

합격 시 합격 통지서 발송 후 1주 이내 학사기본금(200만원) 고지서 발행, 학사기본금은 고지서내 납부 기간 내 납부
권장, 학사기본금 납부 후 최종 입학 등록 완료
̶

Brunch Event(입학 전 사전 만남) 참석

̶

이메일 고지 계좌로 등록금 납부
̶

IGC 기숙사 신청 및 비용 납부
̶

Pre-college & Orientation 참석 (학생증 신청 및 학생번호 부여)

※ 입학 전후 일정 및 절차, 학사 정보 등의 상세 내용은 합격자에게 발송되는 Admission Guide 책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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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입학관리팀]
학교, 학제, 입학전형 전반 문의
032-626-4114
info@ghent.ac.kr
[학생지원팀]
온라인 지원 시스템, 지원 후 프로세스 관련 문의
032-626-4001
admission@ghen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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