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지원서작성법안내

[편입생]







1. 아이디 만들기

이름

성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Submit 후 입력하신 이메일로 인증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 주의
반드시 여권명과 동일하게 작성



2. 이메일 주소 인증하기



3. 비밀번호 설정하기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재입력



4. 원서 접수 시작하기



4. 원서 접수 시작하기

2-George Mason University Korea 선택하기!



4. 원서 접수 시작하기

클 릭 편입생 지원의 경우: Transfer 선택하기



4. 원서 접수 시작하기

1. 한국 국적의 경우: Not a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선택하기

2. 미국 국적의 경우: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선택하기



4. 원서 접수 시작하기

FALL 2020 선택하기

START APPLICATION 클릭!!



5. 전공 선택하기

1지망 학과 선택하기!!



5. 전공 선택하기

2지망 학과 선택하기!!



5. 전공 선택하기

컴퓨터게임디자인학과를 선택한 지원자는 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동의하는 “YES”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6. 등록금 유형 선택하기

1. 버지니아주 거주자일 경우: “YES” 선택
2. 버지니아주 거주자가 아닐 경우: “NO” 선택



7. 개인정보 입력하기

1. ●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

2. 본인 성별 선택하기



7. 개인정보 입력하기

태어난 년도

이메일 주소 자동 입력

태어난 월 태어난 일

국적 입력

1. 미국 시민권

2. 미국 거주자

3. 그 외 국가(한국)

4. DACA(선택하지 마세요)



7. 개인정보 입력하기

82-South Korea 선택하기



7. 개인정보 입력하기

82-South Korea 선택하기

집 전화번호 입력하기

82-South Korea 선택하기

연락 가능한 핸드폰 번호 입력하기

Korea(Republic of) (KR) 선택하기

나머지 상세 주소 입력하기

도시 입력 필수!



7. 개인정보 입력하기

Yes 선택하고 SAVE AND CONTINUE 클릭하기



8. 보호자 정보 입력하기

Mother 또는 Father 선택하기



8. 보호자 정보 입력하기

“보호자 이름＂입력하기

“보호자 성” 입력하기

보호자 직장명 입력하기(선택사항)

보호자 최종학력 선택하기

보호자가 조지메이슨대학교 동문일 경우 -> YES

보호자가 조지메이슨대학교 동문이 아닐 경우 -> No

보호자 이메일 주소 입력하기 (필수!)



9. 기타 정보 입력하기

1. “Korean” 선택하기

2. “Not Hispanic or Latino” 선택하기

3. Asian 선택하기



10. 전적 대학교 정보 입력

전적 대학교의 영문명 입력하기

재학 기간 입력하기(월/년도)



10. 전적 대학교 정보 입력

이수 학점 기입

학사를 취득하였을 경우, Yes 선택

현재 재학 중일 경우, Yes 선택 후

박스 안에 수강했던 모든 과목들을 영문으로 기입

재학했던 대학이 1곳 이상일 경우 추가 입력!



11. 기타 개인정보 입력하기

반드시 “NO” 선택하기



12.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업로드

영문 자기소개서 업로드(워드파일) 또는
추후에 입학처 공식 메일 계정으로 G넘버와 함께 발송하셔도 됩니다. 

영문 이력서 업로드(교내/교외 봉사활동, 수상내역 등)



13. 동의하기

학교 퇴학, 정학, 징계 유무 내용 확인하고 체크하기!



13. 동의하기



14. 최종 서명하기

영문 이름 + 성 입력하기



15. 최종 검토하기

본인 정보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편집이 필요할 경우 Edit 클릭해서 수정하기



16. 최종 지원하기

클 릭



16. 최종 지원하기

체크하고 VERIFY & SUBMIT 클릭하기



17. 지원 완료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