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외국인 신입학 
온라인 원서접수 메뉴얼



온라인 지원 방법

 http://www.uwayapply.com/ 접속 

 Int’l student 아래에 연세대학교 (미래) 클릭.



(1)

“동의합니다”에 모두 체크 √ 후, 동의를 누
름.



(2)

예를 누르고 보안 프로그램 다운로드 
(모든 브라우저 자동 종료됨)



(3)

설치 클릭



(4)

종료 클릭 후, uwayapply 다시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기



(5)

휴대폰이 없는 경우 선택 후 확인 (한국 
휴대폰 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휴대전호가 
있는 경우 선택) 



(6)

빨간 별표로 된 부분 * 모두 
기입 후, 확인 누름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
월일, 성별 (남자 혹은 여자) 
및 이메일을 모두 입력해야 
함.
중복확인을 눌러 아이디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필수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특수
문자 조합 후 8~12자로 생성



(7)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기



(8)

             원서작성하기 클릭.



(9)

내용을 다 확인하고 체크를 √ 누른 다음, 
원서작성하기 누르기.



(10)

(11)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학생만 지
원가능 "확인" 클릭. 주요변경사항 
안내 확인 후 "확인" 클릭.



(12)

"모집단위 검색"을 클릭하여 본인지원 학과 선택



(13)

지원자 관련 사항: 빨간 별표 * 부분 모두 기입하기 
  국적, 출생국, 체재국은 검색 눌러서 기입하기
  국내 연락처가 있는 경우, 국내 연락처를 선택
      국외인 경우, 국외 연락처를 선택



(14)

지원자 학력 사항 및 보호자 관련 사항 모두 입력 
(빨간 별표 * 있는 부분 모두 입력) 



(15)

"사진 바로 업로드"를 클릭하여 사진 선택.
사진 업로드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3개월 이내 사진 

업로드 하기 



(16)

비상 연락망은 국내연락처가 있는 경우 국내를, 국외에 있는 
경우 국외를 선택



(17)

⑰

전형료 반환계좌는 필수 선택 사항이 아님. 리스트에 있는 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입력함.



(18)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는 "수정하기" 클릭,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결제하기" 클릭 



(19)

***전형료 결제 후에 서류 업로드 가능***
전형료 결제 후, 제출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 하는 

안내사항에 "확인" 클릭



(20)

유캐쉬, 계좌이체, 신용카드(한국국내카드만 가능), 휴대폰, 
해외결제(해외카드사용), 알리페이로 결제 가능 



(21)

㉑

전형료 납부 후, 수정불가.
입학원서 출력: 원서 출력 가능

우편발송용봉투표지출력: 우편발송용 봉투 출력 가능
수험번호는 꼭 기억해 두기!

 "제출 서류 파일업로드"를 클릭하여 제출 필요 서류 업로드.



(22)

서류 정리 방법을 확인 후, 하나의 ZIP파일로 필요 서류들을 
압축하여 업로드 후, "저장하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