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LCOME TO 
GEORGE MASON UNIVERSITY KOREA

온라인지원서
작성법

<신입생>



온라인지원서 사이트 접속: https://georgemasonuniversity.force.com

Sign up 클릭

Submit 클릭

SUBMIT버튼 클릭 후
지원자의 이메일로
링크가 전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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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to the email link and start Online Application 

“George Mason University Korea” 선택

Start Application 클릭

한국 국적자는 Not a U.S. Citizen 
of Permanent Resident 선택



1지망 학과 선택

2지망 학과 선택 (선택사항)

학업 계획: 전공 선택

컴퓨터게임디자인학과를 선택하신 지원자는
아래 문장을 읽어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YES”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컴퓨터게임디자인학과 지원자는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입학허가를 먼저 받으신
후 별도의 학과지원 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학업 계획: 등록금 유형

버지니아 거주자가 아닌 경우 “No” 
선택 버지니아 거주자 경우 “Yes” 선택



학생 정보

필수 칸 모두 채워넣기



학생 정보

필수 칸 모두 채워넣기



학생 정보

필수 칸 모두 채워넣기



가족-부모님 정보

부모님 또는 보호자
성함 및 학력 선택



기타 정보

한국학생은
Korean으로 선택



고등학교 정보

필수 칸 모두 채워넣기

고등학교: 학교명 검색이 될 경우 학교명을
선택하여 입력. 만약 학교 이름이 검색 되지
않을 경우 직접 학교명 및 주소 입력

*참고: 1개 이상의 학교를 다녔을 경우 모든
학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 “Unknown School” 선택 후 GED로
입력

*미국 검정고시를 봤을 경우 고등학교 주소를
미국으로 선택, 한국 검정고시를 봤을 경우
고등학교 주소를 한국으로 선택



국적 및 비자

한국 거주자는 Yes 선택, 
해외 거주자는 No

해당사항에 맞춰 작성



국적 및 비자

현재 신입생 입학지원
서류에는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 정보

No 선택

해당되는 시험을 선택 후 반드시
본교로 점수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 해당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은
선택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원자 정보

영문자기소개서 (최대 400자) 
작성 후 업로드

이력서 작성 후 업로드
(교내.외 활동, 수상내역, 등등)



학업 기록 및 증명

정학,퇴학, 범죄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는 학생은
모두 No 선택

입학처에 필수 및 추가서류
제출에 동의하는 학생은 Agree 선택



학업 기록 및 증명

필수 칸 모두 체크



학업 기록 및 증명

필수 칸 모두 체크



학업 기록 및 증명

확인 후 서명



문의

입 학 처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032-626-5021
askmk@gmu.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