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1. 회원가입

   유니브어플라이 로그인 화면에 있는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2.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회원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읽고 동의합니다.



3. 회원정보입력

   회원정보 입력 후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지원자 이름으로 회원가입 하시길 권장 드리며, 하나의 계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접수 시, 의사소통 문제(지원자, 학부모, 선생님 서로 연락이 어려울 경우)로

     로그인 계정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회원가입 완료

   회원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1.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버튼 클릭

   메인화면 로그인 창에 있는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아이디 찾기

   ① 개인 정보 입력 후 아이디 찾기를 클릭합니다.

   ② 조회 시 화면에서 아이디 [가입날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비밀번호 찾기

   ① 개인 정보 입력 후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합니다.

   ② 회원가입 시 입력하셨던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 발송됩니다.

   ③ 이메일에서 임시 비밀번호 확인합니다.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개인정보수정에서 다른 비밀번호로 바꾸신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검색 / 작성 / 수정

1. 원서 검색

   ① 홈페이지 상단의 검색란에서 학교, 기관 명을 입력하여 검색하시거나 메인 화면의 기관명을 클릭합니다.

   ② 검색을 한 경우, 접수중을 클릭합니다.



2. 유의사항 확인

   원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하단의 원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원서마다 차이점이 있으므로 유의사항, 시험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및 이용 동의서를 읽어보시고 동의 후 원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4. 실명인증

   지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로 실명 인증합니다.

   

5. 원서작성

   원서를 작성 후 하단의 원서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6. 미결제 원서 수정하기

   ① 마이페이지, 미결제 원서의 수정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 원서마다 결제유무, 수정을 원하시는 부분, 수험번호에 연관된 항목에 따라 수정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② 맨 하단의 원서 수정하기 클릭 후 수정합니다.



 전형료 결제

1. 로그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또는 미 결제원서의 원서 명을 클릭합니다.

2. 원서 결제

   내원서 보관함의 미결제 메뉴에서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원서마다 다른 부분이나, 결제 후 원서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 세부 지원사항 확인 후 결제 방법 선택

   세부내역 확인 후 계좌이체, 카드, 핸드폰 중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 원서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실시간 계좌이체, 카드(신용/체크)결제, 핸드폰 결제

  ▶ 동의 후 계좌 또는 카드 정보를 입력 후 결제합니다.

  ▶ 핸드폰의 경우 정보 입력, 승인번호까지 입력하면 결제 됩니다.

    



 원서 접수 확인 및 출력

1. 로그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또는 결제원서에서 결제한 원서 명을 클릭합니다.

2. 결제완료

   마이페이지 또는 결제 원서 명을 클릭하면 내원서 보관함에서 결제완료 메뉴에서 원서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작성원서 확인을 클릭하면 작성했던 원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② 프린트를 클릭하면 원서에 따른 출력물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출력하기

   왼쪽 상단의 프린트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