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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혁

경희대학교의 연원은 1946년에 설립된 배영대학관과 1947년에 설립된 신흥전문관이 합병하
여 1949년 5월에 발족한 신흥대학(2년제：가인가)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 대학은 이듬해
6·25동란을 맞아 심한 운영란에 봉착했다. 건물도 대지도 없는 이름뿐인 대학을 피난지 부산에
서 인수한 조영식 박사는 거듭되는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장차 세계적인 대학으로 비약시킬 웅
대한 경륜을 펴나가기 시작했다.
1950년대는 경희의 건설기였다. 1954년 대학원 설립을 필두로 이듬해에는 문리과대학, 법과
대학, 정경대학, 체육대학 등 4개 단과대학을 갖춘 종합대학으로 발전하였다. 50년대 말에 본관
대석조전의 완성과 함께 임시도서관 대학원관, 문리대학관, 체육대학관, 소강당, 제1과학관, 노천
극장, 소운동장 등 주요 시설물을 완공했고 각 단과대학의 학과 증설은 물론, 대학주보·방송국
등을 개설·확충했다. 1960년대는 비약적인 발전기였다. 1960년 3월 1일을 기하여 교명을 경희
대학교로 개칭했다. 조영식 박사는 대종합학원 건설이라는 마스터플랜 아래 학원 전체를 하나의
아름다운 공원으로 꾸미고 인간 교육과 일관 교육의 이념 아래 한 학원 아래서 각급학교 학생들
이 창의적인 노력·진취적인 기상·건설적인 협동의 <경희정신>을 체득하여 지도자로서의 바른
소양과 인간성을 갖추도록 하는 독창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을 실천하는 첫 단계로 경희
중·고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여자 중·고등학교와 초급대학, 간호학교, 호텔경영전문대학교
를 차례로 병설하였다. 이후로 음악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산업대학, 공과대학, 치
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을 설치해나갔으며, 이 위에 다시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을
신설하였다. 이 동안에 대운동장, 중앙도서관, 교수연수회관, 사범대학관, 제2과학관, 공과대학관,
음악대학관 등을 완공하였다.
1960년대의 비약적인 발전은 1970년대에 학생회관과 시청각교육원의 개관으로 이어졌다. 의
과대학부속병원, 부속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동서양의 종합의료시설을 완비한 1,000개 병상을
갖춘 경희의료원을 개원하였다. 경희의료원은 개원한 지 1년 남짓한 72년 11월, 국내 최초로 무
약물 침술 마취수술에 성공하는 개가를 올려 우리나라 침술을 세계에 과시하였다.
경희는 그동안 각종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하면서 연구 풍토를 확립하였다. 인류사회재건연구
원, 국제평화연구소, 밝은사회문제연구소, 국토종합개발연구소,교육문제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 9 │ 2017 대학원 학사 및 생활안내  

경희대학교 약사

한국조류연구소, 한국체육과학연구소, 한국경제경영연구소, 산업과학기술연구소, 경희법학연구소,

1983년 10월 29일, 정신적으로 풍요하고, 인간적으로 보람 있는 인류의 당위적 요청사회를

태양에너지연구소, 민속학연구소, 전통문화연구소, 동북아연구원 등을 차례로 설치하여 학계에

건설할 유능한 평화지향적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평화복지대학원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많은 공헌을 하였다. 경희는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는 최초로 국내외의 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었

1991년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다. 2005년 6월 현재, UBC, 텍사스 주립대(오스틴 소재), 조지 워싱턴 대학, 북경 대학, 모스크

1992년 전자공학과와 물리학과를 필두로 93년 기계공학과와 화학과, 94년 화학공학과와 생

바 국립대학을 비롯하여 총 52개국 238개교와 자매 결연을 맺고 세계적인 학술교류에 앞장서고

물학과, 95년 경영·무역·회계학과, 96년 의학·한의학·치의학과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있다.

학과 평가 인정제에서 우수평가 판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5년 서울캠퍼스 종합평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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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이룩한 경희대학교와 조영식 학원장의 정신력에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우수평가를 받았다. 한편, 교육기관으로서는 최초로 평화복지대학원이 93년 유네스코의‘평화교
육상’
을 수상하였다.
경희는 국제화시대를 예견하고 중장기 발전계획 아래 끊임없는 개혁과 지속적인 투자로 내실

70년 교수·학생 간의 의무화된 면담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학문과 실생활의 연관을 촉진하는

을 다지고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왔다. 1996년에는 교육부의 재정 차등 지원이 목적인 교육개혁평

한편, 71년에는 교수연구평가 및 연구보조비 지급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경희대학교가‘세계 속의 특성화 교육체제

기본 교육 방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 대학교육연구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 시청각

구현’
,‘열린교육 체제 운영’
‘
, 정보화·세계화 기반 구축’
,‘문화창달 선도의 인간교육’
,‘교육

교육위원회 등 기초 운영기관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72년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험적 방안

재정의 안정적 궤도운행’
등의 개혁실천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세계 유수 대학으로서의

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제1회 교수 세미나’
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각 교과목의 세부적인

위상 확립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수 학습 계획, 학생 지도의 책임 분담제, 시험 문제의 적정화, 성적 처리의 합리화 및 교수법

개교 50주년을 맞는 1999년에는 99 서울 NGO 세계대회, 세계대학 총장학술회의, 동북아 5

향상안 등 교수의 능동적인 참여 방안과 졸업시험제도, 전공서적 필수 독파 제도 및 연구발표 의

개국 학술회의, 한의학 국제박람회를 개최하였다. 99 서울NGO세계대회는 전세계 NGO 단체와

무화제도 등 학생의 자발적인 연구 학습 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 채택하였다. 또한 학원의 생활

유엔 NGO 관련기구, 국내단체 일반 참가자 중 총 1만여명, 50여개국의 NGO 단체가 참여하여

화 운동을 전개하여 경희의 고유한 학풍을 총체적으로 진작시키는 실천방안을 수립·추진하였

13개 분과별로 200여개의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이는 20세기 가장 규모가 큰 NGO 세계대회

다.

였으며 21세기 인류공동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1973년도에는 의사자격국가고시(의학·한의학·치의학과)와 학군단임관고시 등 7개 부문에

또한 동양 최대인 4,600여석과 각종 최신 전자설비를 갖춘‘평화의 전당’
이 1999년 개관되

걸쳐
‘경희 출신 100%합격’
이라는 경이적인 성적을 나타냈다. 1973년 10월에 개최된‘제3차 세

어, 개관기념 아시아 민속예술제를 개최 한 것을 비롯, 각종 공연예술이 열리는 등 공연 문화의

계침구학술대회’
에서는 조명식 학원장이 명예총재로 선출되었으며, 경희가 제정한 경혈번호를

메카로 자리잡았으며, 첨단시설을 갖춘 종합강의동이 2000년에 개관되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

채택하여 경희는 동양의학의 세계화, 과학화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

육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1976년 7월에는 한국대학사상 최초로 AGN-201형 원자로를 도입하여 첨단과학교육을 실시

2005년 9월에는 새 천년을 맞이하며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기획을 통해 인간중심의

하였다. 같은 해 12월 영재들의 전당인 삼의원을 개관했다. 삼의원은 현대식 4층(지상3층, 지하1

지구협력사회, 미래지향의 지구공동사회를 이룩하자는 취지로 미래문명원이 설립되었고, 조선일

층)으로 난방시설을 갖춘 아파트형건물이다.

보사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주관하는 2007년도 국가고객만족도 (NCSI：National Customer

1978년 6월에는 동양 최초의 자연사박물관을 개관했다. 총 건평 1천여 평에 6층의 현대식 전
시실을 갖추고, 자연 및 응용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의 수집·보관과 함께 일반 공개를 통해
자연 보호와 자연 교육에 공헌하고 있다.

Satisfaction Index) 조사에서 경희대학교가 전체 3위를 기록하였다.
개교 60주년을 맞는 2009년에는 개교 60주년 개교기념식을 통하여‘대학다운 대학’
‘미래
대학의 전범’
으로 도약하려는 경희의 비전과 실질적 역량을 확인하였고, 세계시민포럼(WCF)

1978년에는 물질세계와 정신세계의 이상적 통합으로 의식혁명을 이루어 인간복권을 추진하기

2009 및 세계시민청년포럼(WCYF) 2009를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의 지식인과 전문가, 기업인,

위해
‘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 본부’
를 결성했다. 또한 경희는 대규모의 교육차관을 도입하여 내

활동가, 그리고 전 세계 대학 청년들에게 미래로 나아가는 경희 특유의 에너지가 분명하게 각인

실을 다지는 한편, 조영식학원장이 코스타리카 세계대학총장회의에서 제의한 세계평화의 해·세

되었다. 또한 2009년 국내외 대학평가에서 국내 종합 8위, 세계대학 300위권 진입에 이어 국가

계평화의 날 제정안이 1981년 제35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채택되어 매년 9월 셋째

고객만족도(NCSI) 2위달성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세계적 명문 사학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로, 그리고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각각 결정하고, 제1회 세계평화의

을 공유하게 하였으며, 전체 대학(원) 자율운영이 실시되면서 대학(원) 및 부속기관이 주어진 권

해 행사를 성대하게 치름으로써 경희는 국내외에 그 이름을 한층 빛내게 되었다.

리와 책임 아래 의사 결정을 주체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창조적인 학문풍토와 진취적이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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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6월 제2차
‘세계대학총장회의’
를 본교에 유치하면서, 경희는 <세계속의 경희>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회의에 참가한 세계의 석학들은 불과 20년 만에 세계적인 대학으로 기적적인

이렇듯 경희대학교는 지난 반세기 간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교시를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과
인류사회의 평화와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고, 또한 제 2르네상스운동을
선도하여 인간적인 인간사회, 문화적인 복지사회, 보편적인 민주사회 그리고 대소국의 동권과 만
민의 자유, 평등이 보장되는 Pax UN하의 지구대협동사회를 이룩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천년에도 쉼없이 계속되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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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대학원 약사
■현황

본 대학원 설립 이래 역대 대학원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초대    

최 태 영

(1954년  2월 ~ 1955년   8월)

2대    

김 두 일

(1955년  8월 ~ 1960년   9월)

3대

고 병 국

(1960년  9월 ~ 1966년 12월)

4대

이 선 근

(1966년 12월 ~ 1969년   4월)

5대

박 일 경

(1969년  4월 ~ 1975년   2월)

6대

이 원 설

(1975년  2월 ~ 1980년   6월)

7대

이 석 륜

(1980년  6월 ~ 1981년   3월)

8대

심 상 칠

(1981년   3월 ~ 1983년   3월)

9대

김 봉 걸

(1983년  3월 ~ 1986년 12월)

10대

김 찬 규

(1987년   1월 ~ 1988년   1월)

11대

라 종 일

(1988년   1월 ~ 1993년   2월)

경희대 대학원은 경희의 본격적인 건설기인 1954년에 설치인가를 받아서 법률학과 10명, 영

12대

김 태 영

(1993년  2월 ~ 1996년   2월)

어영문학과 10명의 석사과정 학생을 받아들여 첫발걸음을 내디뎠다. 2년 뒤인 1956년 3월 25일

13대

백 영 식

(1996년  3월 ~ 1998년   7월)

제1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였고, 1959년 법률학과와 정치학과에 박사과정을 신설했다. 그간 수

14대

이 광 재

(1998년  8월 ~ 2000년  2월)

많은 증과의 결과 2016년 3월 현재 89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본 대학원에서는 박사

15대

신 정 현

(2001년  1월 ~ 2002년  2월)

8,050명, 석사 23,847명, 명예박사 218명 등을 배출하며 양적·질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16대

박 병 수

(2003년  1월 ~ 2004년  7월)

거듭하여 왔다. 2017년 3월 현재 총 재학생수는 석·박사 학위과정을 포함하여 약 3,300여 명

17대

서 청 석

(2004년  8월 ~ 2006년 12월)

에 이르고 있다.

18대

강 병 서

(2007년  1월 ~ 2008년 12월)

1995년에 실시된 대학종합평가 대학원 부문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경희대학교 대학원은 한
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
연구소, KT&G 중앙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농촌진흥청, 질병관리본부, 한국생
명공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과 학·연협동과정을 체결하여 연구의 질적 심화를 위해
대외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총학생회, 학술단체협의회, 대학원보사 등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지원에서도 앞서 가는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2011년에는 세계적 수준의 교양대학‘후마니타스 칼리지’
가 출범하고, 대학 사회공헌의 새로
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경희지구사회봉사단’
이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 동시에, 캠퍼스 마스터
플랜이 본격 착공되면서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경희의 진취적 면모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앞으로도 경희대학교 대학원의 교수, 교직원, 학생들은 나라와 겨레의 희망, 지구
촌의 주역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19대

안 재 욱

(2009년  1월 ~ 2011년

20대

오 택 열

(2011년   9월 ~  2012년 8월)  

8월)  

21대

남 순 건

(2012년  8월 ~  2014년 2월)  

22대

송 재 룡

(2014년  2월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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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학문화의 기반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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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2. 9
				
				
1955. 2. 28
				
1955. 8. 1
1956. 3. 25
1959. 2. 20
				
1960. 4. 9
1960. 9. 5
1962. 12. 29
1963. 12. 16
				
1963. 12. 30
1965. 12. 17
				
				
1966. 12. 23
1969. 2. 20
1969. 4. 3
1972. 12. 31
				
				
1973. 12. 15
				
1974. 11. 4
1975. 2. 1
1975. 7. 4
1977. 1. 31
				
				
				
				
				
1978. 1. 11
				
1978. 10. 7
				
				
1979. 12. 5
				
				
				

대학원 설치 인가
석사과정 신설, 법률학과, 영어영문학과 설치, 정원 20명
초대 대학원장에 최태영 교수 취임
종합 대학 승격에 따라 학과 편제
석사과정에 국어국문학과, 정치학과 신설
제2대 대학원장에 김두일 교수 취임
제1회 학위수여식 거행(석사 1회)
박사과정 신설, 법률학과, 정치학과 설치
석사과정에 사학과, 생물학과, 경제학과 신설
박사 및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으로 인가
제3대 대학원장에 고병국 교수 취임
석사과정에 지리학과, 경영학과, 체육학과 신설
박사과정에 사학과, 경제학과 신설
석사과정에 음악학과 신설
학위수여식 거행(박사 1회, 석사 9회)
박사과정에 생물학과, 지리학과 신설
석사과정에 물리학과, 화학과, 수학과, 행정학과, 한의학과,
약학과 신설
제4대 대학원장에 이선근 교수 취임
박사과정에 화학과, 물리학과, 약학과 신설
제5대 대학원장에 박일경 교수 취임
박사과정에 의학과, 치의학과 신설
석사과정에 신문방송학과, 의학과, 치의학과, 간호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섬유공학과, 미술학과, 무용학과 신설
박사과정에 한의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섬유공학과 신설
석사과정에 전자공학과, 농학과, 임학과 신설
석사과정에 가정학과 신설
제6대 대학원장에 이원설 교수 취임
석사과정에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요업공예과 신설
박사과정을 계열별로 통합
문학계열 18명, 사회과학계열 24명, 자연과학계열 72명,
이공학계열 14명
석사과정을 계열별로 통합
문학계열 28명, 사회과학계열 48명, 자연과학계열 178명,
이공학계열 54명, 미술학계열 60명
박사과정 : 자연과학계열 81명
석사과정 : 자연과학계열 198명, 이공학계열 74명
박사과정 : 자연과학계열 96명, 이공학계열 24명
석사과정 : 사회과학계열 60명, 자연과학계열 230명,
이공학계열 100명
박사과정 : 인문계 28명, 자연계 149명, 사회과학계 43명,
이공학계 40명, 행정학과, 토목공학과 신설
석사과정 : 인문계 54명, 자연계 274명, 사회과학계 84명,
이공학계 140명, 예술학계 70명, 조경학과 신설

1980. 6. 1
1980. 11. 3
				
				
				
1981. 3. 1
1981. 11. 25
				
1982. 11. 22
				
				
1983. 3. 2
1983. 5. 12
				
				
1983. 11.
				
				
1986. 11. 15
1986. 11. 29
				
				
				
1987. 1. 1
1988. 1. 1
1988. 11. 30
1990. 11. 8
				
				
1991. 11. 15
				
				
				
				
1992. 7. 30
				
1993. 9. 4
				
				
				
1994. 2. 28
1994. 10. 21

제7대 대학원장에 이석륜 교수 취임
박사과정 : 인문계 55명, 자연계 184명, 사회과학계 70명,
이공학계 70명, 수학과, 신문방송학과, 체육학과, 조경학과 신설
석사과정 : 인문계 80명, 자연계 350명, 사회과학계 120명,
이공학계 180명, 예술학계 100명
제8대 대학원장에 심상칠 교수 취임
박사과정 : 정원 409명(30명 증원), 가정학과,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정원 885명(55명 증원)
박사과정 : 419명(10명 증원)
석사과정 : 895명(10명 증원),`불어불문학과,`
국민윤리학과 신설
제9대 대학원장에 김봉걸 교수 취임
계열별 정원에서 총정원으로 함
박사과정 : 419명(4계열 29개 학과)
석사과정 : 895명(5계열 38개 학과)
박사과정 : 425명(6명 증원), 임학과 신설
석사과정 : 913명(18명 증원), 일어일문학과, 서반아어학과,
무역학과, 식품가공학과 신설
대학원 학생회 출범
석사과정에서 가정학과를 의상학과, 가정관리학과로 함
박사과정 : 454명(9명 증원), 무역학과 신설
석사과정 : 1,003명(60명 증원), 회계학과, 산업공학과, 유전과학과
원예학과, 전자계산공학과 신설
제10대 대학원장에 김찬규 교수 취임
제11대 대학원장에 라종일 교수 취임
박사과정 : 463명(9명 증원), 환경학과 신설
박사과정 : 495명(32명 증원)
전자계산학과, 산업공학과, 유전과학과, 원자력공학과, 간호학과 신설
석사과정 : 우주과학과 신설, 환경보호학과를 환경학과로 개명
박사과정 : 533명(38명 증원)
회계학과 및 자연계 KIST와 학연협동 신설 (정원 9명)
석사과정 : 1,075명(72명 증원)
자연계 KIST와 학연 협동 신설(정원 12명)
사회학과 신설, 유전과학과를 유전공학과로개명
박사과정 : 563명(30명 증원), 철학과 신설
석사과정 : 1,115명(40명 증원), 사회학과 신설
박사과정 : 603명(31명 증원), 학연협동 18명(9명 증원)
식품영양학과 신설, 법률학과를 법학과로 개명
석사과정 : 1,155명(30명 증원), 학연협동 22명(10명 증원)
법률학과를 법학과로 개명, 요업공예과를 도예학과로 개명
제12대 대학원장에 김태영 교수 취임
박사과정 : 학연산 20명 증원

				

(보건안전연구원신설(5명), KIST 15명 증원)

				

석사과정 : 학연산 10명 증원

				

(보건안전연구원 신설(5명), KIST 5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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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95학년도 부터 계열구분하여 정원 관리(계열별 총정원제)

│ 16 │ KYUNG HEE UNIVERSITY

계열
인문사회
이학
공학
자연
예체능
의학
1995. 10. 18
				
				
				
				
				
				

석사
263
150
228
104
132
306

합계

박사
133
174
113
167
115
243

합계
396
224
341
171
147
549

박사과정 : 60명 증원(인문10, 이학10, 공학30, 자연5, 의학5)
학연산 5명 증원(한의학 연구소)
석사과정 : 50명 증원(이학20, 공학30)
전파공학과 신설
협동과정 : 동서의학 10명 증원
학연산 : 한국한의학연구소 5명 증원
가정관리학과 석사과정 명칭 변경 → 아동주거학과

  

2000. 7.18

구분

제13대 대학원장에 백영식 교수 취임

1996. 11. 2

박사과정 : 우주과학과 신설
석사과정 : 스포츠학과 신설, 학과간 협동과정 : 기술경영, 정보디스플레이 신설
박사과정 : 전파공학과 신설
학연협동과정 : 한국인삼연  연구원 신설
석사과정 : 산업디자인학과 신설
학연협동과정 : 한국인삼연  연구원 신설

1998. 8. 10

제14대 대학원장에 이광재 교수 취임
※ ’97학년도 신입생부터 계열별 총정원제에서 계열별 입학정원제로 변경
※ 1999학년도 입학정원
구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계열
계열

공학
계열

예·체능
계열

의학
계열

계
299

박사과정

66

66

50

8

109

석사과정

150

179

179

84

162

762

합계

216

245

237

92

271

1,061

<협동과정(석사/박사)>
•학연산 : ① 한국과학기술연구원(14/14), ②식품의약품안전처(3/2), ③한국한의학연구   
원(3/2), ④한국인삼연  연구원(2/2)
•학과간 : ①동서의학(5/2), ②정보디스플레이(5/0), ③기술경영(5/0)
1999. 3. 1~2000. 2. 28 99대졸미취업 연구과정 운영(180명)
1998. 6. 4
석사 25명 증원(인문사회 12, 자연과학 6, 공학 7)
박사 11명 증원(인문사회 5, 자연과학 3, 공학 3)
※ 2000학년도 입학정원
구분
계열

인문사회 자연과학
계열
계열

247

92

271

1,097

인문사회 자연과학
계열
계열

공학
계열

예·체능
계열

의학
계열

계
325

박사과정

89

65

50

16

105

석사과정

185

190

195

85

162

817

합계

274

255

245

101

267

1,142

<별도정원(48/33)>

1997. 10. 25

계열

254

석사과정 : 30명 증원
박사과정 : 15명 증원
※ 2001학년도 입학정원
계열

1996. 3. 1

233

<별도정원(37/22)>
1. 학·연·산 협동과정(4기관)입학정원(석사/박사) (22/20)
   가. 한국과학기술원(14/14)
   나. 식품의약품안전처(3/2)
   다. 한국의학연구원(3/2)
   라. 한국인삼연  연구원(2/2)
2. 학과간 협동과정(3과정) 입학정원(석사/박사) (15/2)
   가. 동서의학(5/2)
   나. 정보디스플레이(5/0)
   다. 기술경영(5/0)

공학
계열

예·체능
계열

의학
계열

계

박사과정

71

69

53

8

109

310

석사과정

162

185

194

84

162

787

1. 학·연·산 협동과정(7기관)입학정원(석사/박사) (28/26)
   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14/14)
   나. 식품의약품안전처(3/2)
   다. 한국한의학연구원(3/2)
   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2/2)
   마. 한국원자력연구소(2/2)
   바. 한국인삼연  연구원(2/2)
   사. 국립환경연구원(2/2)
2. 학과간 협동과정(4과정) 입학정원(석사/박사) (20/7)
   가. 동서의학(5/2)
   나. 정보디스플레이(5/5)
   다. 기술경영(5/0)
   라. 한의철학(5/0)
2001. 1. 5

제15대 대학원장에 신정현 교수 취임

2001. 7.26

석사과정 : 20명 증원
박사과정 : 10명 증원

2003. 1.2

제16대 대학원장에 박병수 교수 취임
※ 2003학년도 입학정원
구분
박사과정
석사과정
계

정원
375
890
1,265

비고
총정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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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 1

   나.
   다.
   라.
   마.
   바.
   사.
2004. 2. 16

학과명칭 및 학위종류 변경
식품가공학(석사), 식품공학(박사) → 식품생명공학(석·박사),
원예학(농학석사) 농학(농학박사) → 원예학(이학석·박사)

2004. 8. 1

제 17대 대학원장에 서청석 교수 취임

2004. 8. 26

※ 2005학년도 입학정원
구분
박사과정
석사과정
계

2005. 3.1
정원
365
870
1,235

<별도정원(62/49)>
1. 학연산 협동과정(13기관)입학정원(석사/박사) (33/31)
   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다. 한국한의학연구원
   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마. 한국원자력연구소
   바. 한국인삼연  연구원
   사. 국립환경연구원
   아. 한국천문연구원
   자. 작물시험장
   차. 국립보건원
   카. 한국생명공학원
   타. 전자부품연구원
   파. 한국전기연구원(박사)
   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갸. 한국철도연구원
   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박사)
2. 학과관 협동과정(7과정) 입학정원(석사/박사) (29/18)
   가. 동서의학

정원
382
848
1,230

비고
총정원
관리

학과신설 : 교육학과 석·박사과정
<별도정원(73/56)>
1. 학연산 협동과정(16기관)입학정원(석사/박사) (33/31)
2. 학과간 협동과정(7과정) 입학정원(석사/박사) (40/25)

※ 2004학년도 입학정원
구분
박사과정
석사과정
계

정보디스플레이학
기술경영학(석사)
한의철학(석사)
한의역사학
한의생명과학
한방응용의학

비고

※ 2005학년도 입학정원
구분
박사과정
석사과정
계

총정원
관리
`

정원
326
775
1,101

<별도정원(73/56)>
1. 학연산 협동과정(16기관)입학정원(석사/박사) (33/31)
   가. 한국과학기술원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다. 한국한의학연구원
   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마. 한국원자력연구소
   바.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사. 국립환경연구원
   아. 한국천문연구원
   자. 농촌진흥청
   차. 국립보건원
   카. 한국생명공학원
   타. 전자부품연구원
   파. 한국전기연구원(박사)
   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갸.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박사)
   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석사)
2. 학과간 협동과정(7과정) 입학정원(석사/박사) (40/25)
   가. 동서의학

비고
총정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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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정원(53/40)>
1. 학연산 협동과정(13기관)입학정원(석사/박사) (33/31)
   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다. 한국한의학연구원
   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마. 한국원자력연구소
   바.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사. 국립환경연구원
   아. 한국천문연구원
   자. 작물시험장
   차. 국립보건원
   카. 한국생명공학원
   타. 전자부품연구원
   파. 한국전기연구원(박사)
2. 학과관 협동과정(6과정) 입학정원(석사/박사) (20/9)
   가. 동서의학
   나. 정보디스플레이학
   다. 기술경영학(석사)
   라. 한의철학(석사)
   마. 한의역사학
   바. 한의생명과학

정보디스플레이
기술경영
한의철학
한의역사학
한의생명과학
한방응용의학

학과명변경 : 신문방송학과를 언론정보학과로 변경
정보디스플레이기술경영학과를 정보기술경영학과로 변경
임상약학과를 기초약학과로 변경
폐과 : 약학과 한의학과 노인성및뇌질환학과
편제변경 : 나노의약생명과학과 전공변경 및 학과간협동과정에서 일반학과로변경
2007. 9.1

2005.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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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박사과정
석사과정
계

정원
425
651
1,076

구분
박사과정
석사과정
계

비고
총정원
관리

2006. 9.29

2006. 11.13

석사과정 : 658명(7명 증원)
학연협동과정 : 국립산림과학원 신설

2008. 9.1

석사과정 : 688명(30명 증원)
학과신설 석사 :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기초한의과학과
나노의약생명과학과, 생체의과학과
학과신설 박사 : 동양어문학과, 유럽어문학과,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기초한의과학과, 나노의약생명과학과
기초의과학과(의학전공), 치의학(이학전공),
생체의과학과, 정보디스플레이기술경영학과
학 과 통 합 :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를 동양어문학과로 통합
불어불문학과 서반아어학과를유럽어문학과로 통합
전자공학과 전파공학과를 전자·전파공학과로 통합
학과명 변경 : 식품생명공학학과를 생명공학원으로 변경
※ 2007학년도 입학정원
구분
박사과정
석사과정
계

정원
415
688
1,103

2007. 5.1

비고
총정원
관리

※ 2009학년도 입학정원
구분

서울

국제

일반

학과간

학연산

일반

학과간

학연산

박사과정

304

37

19

125

3

12

석사과정

478

54

20

294

6

13

계

782

91

39

419

9

26

2009. 1.16

제19대 대학원장에 안재욱 교수 취임

2010. 3.1

※ 2010학년도 입학정원
서울

국제

구분

총정원
관리

박사과정

363

157

석사과정

557

318

계

920

475

제18대 대학원장에 강병서 교수 취임
학과신설 : 의료경영학과 임상한의학과 경락의과학과, 치의학과(공학 전공)

비고
총정원
관리
(캠퍼스
구분)

학과신설 : 경영컨설팅학과, 신경과학과, 한방응용의학과
학과분리 : 아동주거학과를 아동가족학과와 주거환경학과로 분리
과정폐지 : 법학과 박사과정 폐지

비고

<별도정원(93/71)>
1. 학연산 협동과정(16기관)입학정원(석사/박사) (33/31)
2. 학과간 협동과정(7과정) 입학정원(석사/박사) (60/40)
2007. 1.5

정원
415
708
1,123

<별도정원(93/71)>
1. 학연산 협동과정(17기관) 입학정원(석사/박사) (33/31)
2. 학과간 협동과정(13과정) 입학정원(석사/박사) (60/40)
   학과신설 : 건축학과
   학과간협동과정 학과신설 : 암예방소재개발(MRC)학과,
   디스플레이재료공학과
   학과명변경 : 섬유공학과를 고분자·섬유신소재학과로 변경
   디자인학과를 조형디자인학과로 변경
   학연협동과정 : 한국화학연구원 신설

<별도정원(83/71)>
1. 학연산 협동과정(16기관)입학정원(석사/박사) (33/31)
2. 학과간 협동과정(7과정) 입학정원(석사/박사) (50/40)
   학과신설 : 조리외식경영학과 석·박사과정
   학과간협동과정 학과신설 : 노인성 및 뇌질환학과, 정보디스플레이기술경영학과
   과정신설 : 음악학과 박사과정
   학연협동과정 : 농촌진흥청 신설
2006. 5.15

※ 2008학년도 입학정원

※ 2006학년도 입학정원

일반

학과간

학연산

일반

학과간

학연산

학과신설 : 우주탐사학과, 식물분자시스템바이오텍학과
편제변경 : 디스플레이재료공학과 학과간협동과정→일반학과로 변경
학과명변경 : 산업공학과를 산업경영공학과로 변경
정원이관 : 국제경영학과 국제캠퍼스→서울캠퍼스로 정원이관
학연협동과정 : 한국원자력의학원 신설

비고
총정원
관리
(캠퍼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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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라.
   마.
   바.
   사.

※ 2011학년도 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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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 3.1
서울

일반

학과간

국제
학연산

일반

학과간

박사과정

363

157

석사과정

557

318

계

920

475

학연산

제20대 대학원장에 오택열 교수 취임

2012. 3.1

※ 2012학년도 입학정원
구분

서울
일반

학과간

일반

총정원
관리
(캠퍼스
구분)

박사과정

363

147

석사과정

557

328

계

920

475

2015. 3.1

2013. 3.1

학과간

박사과정

363

147

석사과정

557

328

계

920

475

학연산

비고
총정원
관리
(캠퍼스
구분)

2016. 3.1

서울
학과간

국제
학연산

일반

학과간

박사과정

363

147

석사과정

557

328

계

920

475

학연산

제22대 대학원장에 송재룡 교수 취임

일반

학과간

비고

학연산

총정원
관리
(캠퍼스
구분)

서울

총정원
관리
(캠퍼스
구분)

일반

학과간

국제
학연산

일반

학과간

박사과정

363

147

석사과정

557

328

계

920

475

비고

학연산

총정원
관리
(캠퍼스
구분)

※ 2016학년도 입학정원
서울
일반

학과간

국제
학연산

일반

학과간

박사과정

363

147

석사과정

572

328

계

935

475

비고

학연산

총정원
관리
(캠퍼스
구분)

학과신설 : 문화관광콘텐츠학과(석사), 글로벌보건한의정책학과(석사),
KHU-KIST융합과학기술학과(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과정신설 : 생명공학원 식물생명공학전공(석박통합과정)

비고

학과신설 :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과
학과분리 : 산업시각디자인학과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정보디자인학과로 분리
학과명칭변경 : MICE융합학과→컨벤션전시경영학과
2014. 2

학연산

※ 2015학년도 입학정원

구분

※ 2013학년도 입학정원
일반

학과간

전공신설 : 생명공학원 식물생명공학전공(석사, 박사)
학과폐과 : 식물분자시스템바이오텍학과
과정신설 :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과 박사과정, 경영학과 석박통합과정,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석박통합과정
학위명변경 : 경락의과학과 이학전공 의과학석사, 박사→이학석사, 박사(2015. 3. 1 입학생부터 적용)

제21대 대학원장에 남순건 교수 취임

구분

일반

구분

학과신설 : 디지털콘텐츠학과,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응용예술학과, 연극영화학과
학과분리 : 호텔관광학과를 호텔경영학과, 관광학과, MICE융합학과로 분리
학과통합 : 디스플레이재료공학, 고분자섬유신소재학과를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로 통합
학과명칭변경 : 생태시스템학과→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2012. 8.7

국제

구분

학과신설 : 소셜네트워크과학과, 구강악안면재생학과, 국제학과
학과폐과 : 경영컨설팅학과
학과명칭변경 : 토목공학과→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국제
학연산

서울

비고

학과신설 : 식품공학과
학과폐과 : 정보기술경영학과, 기술경영학과
학과명칭변경 : 회계학과→회계·세무학과
산업디자인학과→산업·시각디자인학과
동서의료공학과→생체의공학과
계열변경 : 아동가족학과, 주거환경학과, 의상학과
자연과학계열→인문사회계열로 변경
석박통합과정 학과 학칙에 반영
2011. 9.1

※ 2014학년도 입학정원

2017. 3.1

※ 2017학년도 입학정원
서울

구분

일반

학과간

국제
학연산

일반

학과간

박사과정

363

147

석사과정

568

328

계

931

475

비고

학연산

총정원
관리
(캠퍼스
구분)

학과신설 : 한의학과(석사, 박사)
전공신설 : 기초한의과학과 의과학전공(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기초한의과학과 의공학전공(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과정신설 : 기초한의과학과 석박통합과정(이학전공, 의과학전공, 의공학전공)
글로벌보건한의정책학과 박사과정(한의학전공, 보건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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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1

경희대학교 대학원 교육 목표

2. 등 록 안 내
대학원 교육목표
매학기 개시일 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함
※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안내 참조(p.87)

전문학술이론연마

독창적연구능력향상

전인적지도역량제고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전문지식인을 양성하
기 위해 전공분야의 학문적
이론과 새로운 학문적 조류
를 잘 수용하고 첨단 지식
과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인
지식 창출을 위해 독자적으
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
이고 비판적인 연구 역량을
연마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실용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균형된 사고력과 건전한
인격을 가진 전인적인 교육
자 및 지도자로서의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1) 등록금 납입
■

신입생
▶ 등록 시기
- 입학금 및 등록금 : 학기 개시일 전 지정기간
▶ 등록 방법 및 절차
-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은행에 납부
▶

등록 유의사항
- 등록금고지서는 개별 발송을 하지 않으며,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개인이 직접 확인 및
출력하여야 함
- 입학금 및 등록금을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이 취소됨  

■

재학생
▶ 등록 시기
- 학기 개시일 전 지정기간
▶ 등록 방법 및 절차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은행에 납부
▶

등록 유의사항
- 등록금고지서는 개별 발송을 하지 않으며, 종합정보시스템 직접 출력하여야 함
- 지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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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고지서는 개별적으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해야 함

2) 등록금 환불

장학생
▶ 등록 시기

▶ 사유

- 학기 개시일 전 지정기간 및 장학생 등록기간 (등록기간 마지막 주)
▶ 등록 방법 및 절차

- 입학금 또는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
-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I) 신입생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학기 개시일 전 지정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함

-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

- 학기 개시 이후 계좌이체장학으로 장학금 지급

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II) 재학생

- 재학중인 자가 자퇴 의사를 표한 경우

- 장학생 등록기간에 고지서장학 또는 계좌이체장학으로 장학금 지급

-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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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유의사항
- 등록금고지서는 개별 발송을 하지 않으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하여야 함

▶ 기준

- 고지서감면으로 인하여 고지서 납부금액이‘0’
원이라도 반드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

- 입학금 또는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와 당해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을 말함)

여 지정은행 등록해야 함
- 지정된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 됨
- 본인이 장학금 수혜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 해당 등록절차를 밟아야 함
■

전일까지 환불사유 발생 시 납부한 입학금 또는 등록금 전액 반환
-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 환불사유 발생 시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업료는 아래와
같이 반환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업료의 5/6 해당액

수료생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위과정 수료 후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대학원 학생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연구 등록하여야 함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부터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학기개시일 : 1학기 3월 1일, 2학기 9월 1일

▶ 등록 대상 : 2001학년도 이후 석ㆍ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하여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등록 금액 : 해당 학기 등록금액의 10%
▶ 등록 방법 및 절차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은행에 납부
▶ 등록 시기 : 해당 학기 지정기간
▶ 납입 횟수 : 수료 후 학위취득시까지 1회
▶ 등록 유의사항
- 등록금고지서는 개별 발송을 하지 않으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하여야 함
- 2001학년도 입학자부터는 학위취득 시까지 연구등록금을 반드시 1회 납부하여야 학위취
득이 가능하며 연구등록금 납부자에 대하여 기존의 논문지도 학점비는 폐지함.
- 200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논문지도 학점비(등록금의 3.5%)를 납부하여야 함.
  

◇ 절차
- 등록금 환불신청서 및 본인 통장 사본을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신청서는 대학원 홈페이
지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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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등록금 분할납부
▶ 횟수 및 기한

3. 학 사 안 내

- 1학기 : 1회분 - 해당학기 학사일정에 따름, 2회분 - 3월 말까지, 3회분 - 4월 말까지 납부
- 2학기 : 1회분 - 해당학기 학사일정에 따름, 2회분 - 9월 말까지, 3회분 - 10월 말까지 납부
▶ 금액
- 각 계열별 등록금액 중 1회 40%, 2회 30%, 3회 30%로 함.

▶ 적용 및 방법
- 본인이 분할납부 신청기간에 대학원 행정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금 분할납

1) 2017학년도 학사일정
요일
월

부 고지서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납부토록 한다.
- 신청대상자는 2, 3, 4기생 및 석박통합과정 2~8기생으로서, 지정된 기간에 신청서를 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
3

6

7

1

2

3

8

9

10 11

4

12 13 14 15 16 17 18

출하여야 한다.(1월·8월 중 공지) 단, 제외 대상자는 당해학기 신입학자, 편입학자, 재입

19 20 21 22 23 24 25

학자, 장학금(조교장학 포함) 수혜대상자로 한다.

26 27 28 29 30 31

- 분할납부 신청자는 분납 기간 중 휴학(일반휴학, 군입대휴학)은 불가능하며 등록금 완납

4

2

3

9

10 11 12 13 14 15

4

5

6

7

8

16 17 18 19 20 21 22

▶ 유의사항

30
23

- 분할납부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2회 또는 3회 등록 미필 시 학칙에 의거 제적되며, 제적일자는 납부회차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성적은

7
5

인정하지 않는다.

개강
삼일절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장학생 추가 등록(조교 등록 포함)
논문지도교수 신청서 및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최종 등록(조교, 장학생 포함) 및 수료생 연구등록

4. 7(금)
4. 7(금)
4.10(월) - 4.14(금)
4.20(목) - 4.26(수)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시험) 성적 제출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제출
청구논문 접수 및 심사위원 위촉
1학기 중간시험

5. 3(수)
5. 5(금)
5. 8(월) - 5.12(금)
5.18(목)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2016학년도 후기 졸업사정
개교기념일(68주년)

6. 1(목) - 6. 8(목)
6. 1(목) - 6.27(화)
6. 2(금)
6. 6(화)
6.15(목) - 6.21(수)
6.15(목) - 6.27(화)
6.15(목) - 6.29(목)
6.22(목) - 8.31(목)

2학기 강의시간표 제출
1학기 강의평가
청구논문심사 마감(결과보고서 제출)
현충일
1학기 학기말시험
1학기 성적 입력
성적 열람(강의평가 실시자에 한함)
하계 방학

7. 3(월) - 7. 5(수)
7. 3(월) - 7. 7(금)
7.18(화) - 7.28(금)
7.26(수) - 7.28(금)

1학기 성적 열람 및 공시
학위논문 제출
2학기 복학 신청
2017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

24 25 26 27 28 29
1

2

3

8

9

10 11 12 13

4

5

6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등
 록금 일부를 납부한 후 자퇴원을 제출할 경우 등록금 반환은 별도 기준에 따라 처리

28 29 30 31

한다.
- 예비군훈련 및 여권발급 등 재학생으로서 받은 혜택이 분할납부금 미납으로 인해 제적
될 경우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3. 1(수)
3. 1(수)           
3. 2(목) - 3. 8(수)
3. 2(목) - 3. 8(수)
3.13(월) - 3.17(금)
3.20(월) - 3.24(금)

1

후 휴학이 가능하다.     
- 분할납부는 본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은행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2017학년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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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학증명서는 3차 완납 후 발급된다.

18 19 20 21 22 23 24

-분
 할 납부 일자 미준수자는 차기 학기에 분할 납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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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액의 변동시 변동액을 기준으로 납부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6
8

7

1

2

3

8

9

10 11 12

4

2017학년도

기수

5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 기수·과정별 주요일정

8. 1(화) - 8. 7(월)
8. 1(월) - 8.25(금)
8.15(화)
8.16(수)
8.21(월) - 8.25(금)

2학기 수강 신청
2학기 휴학 신청
광복절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65회)
2학기 등록

9. 1(금)           
9. 1(금) - 9. 7(목)
9. 1(금) - 9. 7(목)
9.18(월) - 9.22(금)
9.18(월) - 9.22(금)

개강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장학생 추가 등록(조교 등록 포함)
논문지도교수 신청서 및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최종 등록(조교, 장학생포함) 및 수료생 연구등록

10. 3(화)
10. 4(수) - 10. 6(금)
10. 9(월)
10.13(금)
10.13(금)
10.16(월) - 10.20(금)
10.20(금) - 10.26(목)

개천절
추석 연휴
한글날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시험) 성적 제출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제출
청구논문접수 및 심사위원 위촉
2학기 중간시험

11. 6(월) - 11.10(금)

2017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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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3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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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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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1
24

7
2018
1

12. 1(금) - 12. 7(목)
12. 1(금) - 12.28(목)
12. 1(금)
12.15(금) - 12.21(목)
12.15(금) - 12.27(수)
12.15(목) - 12.29(금)
12.22(금) - 2018.2.28(수)

2018학년도 1학기 강의시간표 제출
2학기 강의평가
청구논문심사 마감(결과보고서 제출)
2학기 학기말시험
2학기 성적입력
성적열람(강의평가 실시자에 한함)
동계 방학

1. 1(월)
1. 2(화) - 1. 4(목)
1. 2(화) - 1. 5(금)
1.16(화) - 1.25(목)

신정
2학기 성적 열람 및 공시
학위논문 제출
2018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2. 1(목) - 2. 7(수)
2. 1(목) - 2.23(금)
2.15(목) - 2.16(금)
2.19(월) - 2.23(금)
2.21(수)

2018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2018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설 연휴
2018학년도 1학기 등록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66회)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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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료

기수별 주요일정
▶ 학생증 신청
   - 신청기간 : 3월 입학자(2월), 9월 입학자(8월)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소속캠퍼스 대학원 행정실
                 [신청기간 후] 소속캠퍼스 바로처리실
▶ 추가이수학점(선수학점)
   - 유사학과, 타학과 졸업자 :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 12학점 추가이수
   - 특수대학원 졸업자 : 박사과정 12학점 추가이수
   ※졸업 시까지 하위과정에서 추가 이수하여야 함
▶ 논문지도교수 신청
   - 해당기간 내 신청서 제출하여야 함(해당 학과로 제출)
   - 신청 이후 종합정보시스템 [졸업/전공-지도교수조회]에서 본인 지도교수   
      확인 가능(신청 학기 말경에 입력 완료됨)
   ※예약입학생, 학석사연계과정생은 1기에 신청
▶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시험) 신청 및 응시
    - 본 시험은 필수 졸업요건임 ※2기부터 4기까지 응시가능(학과별 상이)
    - 학과 신청기간 내 응시원서 제출하여야 함
    - 학과에서 정하는 필기시험 3과목 이상, 구술시험 응시(필기, 구슬 모두 필수 응시)
       [일부 학과에 한하여 필기시험 4과목 이상인 경우 있음]
   -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시 합격
▶ 석박통합과정 석사전환
   - 석박통합과정생이 석사과정으로 수료(졸업)을 원하는 경우 3기 재학 시    
     전환신청을 하여야 함 ※석사 전환 후 석박통합과정으로 재전환 불가함
   - 수료 시 총 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함
▶ 졸업(수료)학점
  - 석 사 : 최소 24학점 / 전문간호사과정 최소 33학점
  - 박 사 : 최소 36학점
  - 석박통합 : 최소 60학점
  ※논문지도학점(공개발표)은 위 졸업(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공개발표
  - 대상 : 해당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
  - 해당기간 내 신청 및 발표하여야 함(학과별 일정에 따름)
  ※공개발표 합격 후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개발표 합격한 학기를    
     포함하여 5개 학기까지 공개발표 성적 유효함
▶ 논문게재실적(학술지 게재) ※학위논문 이외 논문
  - 석사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의 논문지에 논문  
     게재를 신청 또는 게재하거나, 국제학술대회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논문을 발행하는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여야 함
  - 박사 :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은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 또는 SCI(E)급   
     이상에,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은 SCI(E)급 이상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함
  - 게재 신청서(석사), 게재 증명서(석사, 박사)는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1학기-6월초/2학기-12월초)
  ※논문게재실적은 졸업요건이며, 학과별 실적 인정기준이 다름으로 반드시 학과  
     기준 확인 요망(학과 내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대학원 내규에 따름)
▶ 학위청구논문 접수 및 심사
  - 접수 : 해당기간 내 청구논문(석사 3부, 박사 5부), 청구논문제출승인서
      (석사, 박사), 청구논문제출 추천서(박사), 이력서(박사) 제출
  - 논문심사비 납부 : 석사 12만원, 박사 50만원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등록-논문심사비 납부]에서 납부계좌 확인
  - 심사 후 : 청구논문심사결과 보고서(석사, 박사), 심사요지(석사, 박사),
      구술시험 결과 보고서(박사), 학술지게재확인서(석사, 박사) 및 별쇄본,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석사, 박사) 제출
  ※최종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논문접수(심사비 포함) 과정 처음부터
     진행하여야 함
▶ 학위논문 제출
  - 해당기간 내 학위논문(인쇄논문 4부, 원문 파일 등록 필요) 제출
  - 제출처 : 중앙도서관(학위논문제출 확인서 등 기타서류는 대학원 제출)
▶ 연구등록
  - 학위 취득 시까지 대학원생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등록 하여야 함
  - 2001년 이후 입학생은 수료 이후 졸업 시까지 연구등록금을 1회 납부   
     하여야 함(당해학기 등록금액의 10%)
  - 2000년 이전 입학생은 수료 후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함(당해학기    
     등록금의 3.5%)

공통 일정
▶ 등록, 학사, 수업관리 등은 종합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연락처, 이메일 등) 변경 시
이를 수정하여 학사 관리에 차질
이 없도록 하여 야 함
   ※연락처 변경 : 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개인정보변경]
▶ 등록
- 매학기 개시일 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함 (미등록 시 제적)
- 등록금 고지서는 개별적으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야
함 [증명/고지서-등록금고지서]   
※ 수료생은 대학원생 신분 유지 및
논문지도를 위해 연구등록 하여
야함
▶ 수강신청
  - 매학기 개시일 전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 하여야 함
- 수강신청은 개별적으로 수강신청시스템
(http://sugang.khu.ac.kr)에서
신청하여야 함  
- 수강신청 및 정정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기간 외   
변경 및 삭제 일체 불가)
  - 최대 수강학점
최대
수강학점

비고

석사

9학점

예약입학생,
전문간호사과정,
임상영양사과정
최대 12학점

박사

12학점

석박통합

12학점

학위과정

※학과별로 전공필수 이수 기준,
타학과 이수학점에 대해 졸업  
학점 인정 기준이 다름으로 수강
신청 시 유의 요망 (소속 학과로
문의)
※추가이수학점(선수학점)은 위
최대 수강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강의평가
- 해당 학기 지정된 기간에 본인이
수강한 과목의 강의평가 실시
하여야 함
- 종합정보시스템[수업/성적/상담   수업-강의평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
※기간 내 강의평가 하지 않는 경우,
성적열람 기간 내 성적 열람
불가능함
▶ 성적조회
  -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성적/상담-성적-성적조회]
에서 본인 성적 조회 가능함
- 평점 평균 B-(2.7)이상이어야
졸업 가능함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의 등록 및 학사·수업관리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변경된 개인정보(이메일 및
연락처 등)를 수정 입력하여 학사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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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월

3) 수업년한 및 수료학점
학기당
취득학점

최소
취득학점

평점

일반

2년(4학기)

최대 9학점

24학점

B-(2.7)이상

9학점이상

식품영양학과
임상영양사

2년(4학기)

최대 12학점

24학점

B-(2.7)이상

9학점이상

전문간호사과정

2년6개월
(5학기)

최대 12학점

33학점

B-(2.7)이상

9학점이상

복수학위과정

2년6개월
(5학기)

최대 9학점

24학점

B-(2.7)이상

9학점이상

2년(4학기)

최대 12학점

36학점

B-(2.7)이상

12학점이상

최대 12학점

60학점
(석사학위
3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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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석박통합

4년(8학기)

추가이수학점
(해당자에 한함)

B-(2.7)이상

12학점이상

※ 학·석사연계과정 및 예약입학생은 6개월 이내, 석·박사 통합 과정생은 1년 이내에서 수업년한을
단축할 수 있음 (학칙 제 20조(수업년한) 참조)
※ 학기당취득학점 제한 및 최소취득학점에 선수학점과 논문지도학점은 포함되지 않음
※ 추가이수학점은 대학원 시행세칙 제9조(추가이수학점) 참조

구분

총휴학기간

석사

4개 학기

박사

4개 학기

석박통합

6개 학기

휴학단위

유의사항

1개 학기 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위한 휴학, 출산으로 인한
휴학과 해외파견 또는 전근으로 인한 휴학은
그 기간을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2개 학기

※ 유의사항
- 휴학은 학기 개시일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 한 학기 또는 1년 휴학 후 복학을 하지 아니하고 연장휴학을 할 경우 해당 학기에 연장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입대휴학, 출산휴학 및 해외파견 또는 전근으로 인한 휴학은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야 한다.
- 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한다. 다만, 등록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학기개시일부터 21일까지 휴학하는 경우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
할 수 있다.
- 군입대를 위하여 미리 휴학할 경우에는 우선 일반휴학원을 제출한 후, 입영 14일전까지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 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당해 학기에 휴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입학일 이후 군
입대(의무복무에 한함)하는 경우, 학생 본인이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치료진단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4) 학적변동 안내

-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시 장학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가. 휴학
나. 복학

▶ 휴학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으로 복학을 신청하여야 하며,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필히 연장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학생이 휴학할 경우 2주 이내에 본국으로 출국해야 한다.

▶ 복학절차

▶ 휴학절차
종합정보시스템

교수승인

대학원행정실

인터넷 신청 ⇨
학적변동 신청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접수 및
전산 승인

        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신청 ⇨
학적변동 신청

교수승인

대학원행정실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접수 및
전산 승인

※ 유의사항
- 복학은 학기 개시일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복학한 자는 복학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휴학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 기간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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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년한
(등록횟수)

구분

석사

▶ 휴학기간

나. 학점인정

다. 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자퇴를 신청하여야 하며,
지도교수, 학과장,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상 : 대학원 입학 전에 국내·외 타 대학원의 동등 학위과정에서 소속 대학원

▶ 자퇴절차
        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신청 ⇨
학적변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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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전 이수학점

교수승인

대학원행정실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접수 및
전산 승인

         교과목에 포함되는 과목을 이수한 학점
•소정양식(학점인정 신청서)을 제출할 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

        

타대학원
동등학위과정

석사입학 : 6학점이내 학점인정 가능
박사입학 : 9학점이내 학점인정 가능

라. 제적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제적 할 수 있다.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편입 인정학점

•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대상 : 편입 전 전적 대학원 동등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소정양식(학점인정 신청서)을 제출할 시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

마. 재입학
재입학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 신청은 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또한, 입학 후 최소 1개 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하며, 징계에서 재입학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재입학할 수 없다.

석사 편입학 : 6학점이내 학점인정 가능

타대학원
동등학위과정

박사 편입학 : 12학점이내 학점인정 가능
석박통합 편입학 : 21학점이내 학점인정 가능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5) 학점인정 안내
▶ 학사학위과정 학점인정

가. 추가이수학점
- 동일학과가 아닌 유사학과 또는 타학과 졸업생으로서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특수대학원 졸업생으로서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정규 교과학점 이외에 하위 학위과정에서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구분
유사, 타학과 졸업
특수대학원 졸업

입학 학위과정

추가이수 필요학점

석사과정입학

9학점

박사과정입학

12학점

박사학위과정
석박통합과정

※ 소정양식(추가이수학점인정 신청서)을 제출할 시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12학점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의 학생이 대학원 학과장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학사학위과
정의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6학점까지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본교의 학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사학위과정의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추가로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B학점 이상 취득한 자가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경우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6학점까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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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점교류 안내

7) 장학금 안내

본교 내외의 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박사학위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 장학금의 종류

이내, 통합 과정은 18학점 이내로 하되 한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구분

대상

장학금내용

지급기간

신입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4학기

학점에 따라 차등지급

2학기

총장장학(학·석사연계과정) 이상으로 학·석사연계과정 학점에 따라 차등지급

2학기

경희학부우수졸업생 장학

가. 교내 학점교류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은 논문지도교수와 양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상호학점교
류를 할 수 있다. 일반대학원생은 특수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단, 일반대학원
법학과 재학생은 양 대학원 학과장과 양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 이내에서 법무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교류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수강할 교류대학원
과 강좌를 결정한다.
교류학생은 매학기 학기개시일 전 정해진 기간내에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류대학
원의 해당 강좌 담당교수,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류학생은 수강 취소를 희망할 경우 해당 대학원의 정해진 기간 내에서 수강 취소
를 신청하여야 한다.

학부성적 3.2점/4.3만점
총장장학(예약입학)

신입생
학부성적 3.2점/4.3만점
신입생

대내

나. 교외 학점교류
본 대학원 재학생은 본 대학원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교 대학원(이하“교류대학원”
이라
한다)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교류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수강할 교류대학원
과 강좌를 결정한다.
교류학생은 매학기 학기개시일 전 정해진 기간내에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류대학
원의 해당강좌 담당교수,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류학생은 수강 취소를 희망할 경우 해당 대학원의 정해진 기간 내에서 수강 취소
를 신청하여야 한다.
▶ 학점교류 체결 대학원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교 일반대학원

삼육대학교 일반대학원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방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한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덕성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덕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이상으로 예약입학과정

대외

총장장학(의대MRC)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전액

4학기

총장장학(한의대MRC)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전액

4학기

대학원장 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1~4학기 차등

모범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1학기(계속가능)

국제화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1~4학기 차등

대외협력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1~4학기 차등

학술지게재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일부

학기별

논문발표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일부

학기별

목련장학(저소득층)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학기별

목련장학(북한이탈주민)

신입생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4학기

복지장학

재학생

수업료 일부

학기별

복수학위과정 장학

재학생

수업료 일부

수업료 일부

조교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학기별

국가연구(인문·사회계)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일부

2학기

정부초청장학생 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전액

4학기

사우디정부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전액

4학기

생명보험사회공헌장학

재학생

수업료 일부

학기별

생활관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일부

학기별

삼성꿈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일부

학기별

각종 지정 및 일반 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학기별

※ 세부 장학지급금액 및 지급기간은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함
2010학년도부터 대학원 신, 편입생(외국인포함)에 대하여 각종 장학금(조교장학 포함) 지급시 입학금 지급 제외됨  
※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으며 장학금 수혜자는 직전학기평균평점 3.0 이상이어야 함
※ 장학금의 지급여부는 해당 연도의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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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종류

2) 학위논문 제출 과정
논문지도교수 배정

4. 졸 업 안 내

▶

2기 이내 지도교수 배정

▶

2기부터 취득한 전공과목(또는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 응시)에 한하여 응시가능

▶

공개발표 한 학기포함 5개학기까지 성적유효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졸업요건 확인

▶

제본논문 및 원문파일(도서관)

▶

매년 2월/8월 학위수여

▶

학위 취득 후 1년이내 공표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전공시험

▼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등

록

4학기(석, 박사)이상 / 8학기(석박통합) 이상의 정규등록
※ 대학원학칙 제20조 제5항 해당자는 수업연한 단축가능

취득학점

수료에 필요한 학점 취득(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석박통합 60학점, 석박통합
과정의 석사학위 전환 30학점) 또는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예정자
※ 논문지도학점, 선수학점은 취득학점에 미포함

평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균성적이 B-(2.7)이상인 자

점

전공시험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3과목 이상, 구술시험)

공개발표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총 5개 학기 동안 유효)

추가이수학점
연구등록

필요한 추가 이수학점을 취득한자(해당자에 한함)

▼
학위청구논문 접수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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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제출 자격(졸업 요건)

▼
학위논문 최종 제출

▼
학위수여

▼
박사학위 취득자 공표실적 제출

 학위과정의 수료생일 경우 연구등록금(2001년 이후 입학생) 또는 논문지도학점비
각
(2000년 이전 입학생) 를 납부한자
2009학년도 입학생

논문지도교수 배정

•석사 :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에 논문               
         게재심의신청 또는 게재
•박사 :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에 논문          
         게재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

논문게재실적

•석사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에 논문게재심의신청            
         또는 게재하거나, 국제학술대회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을
         발행하는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
•박사 : 인문사회및 예체능계열 :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 또는 SCI(E)급
         이상에 논문게재(예정)
         자연과학 및 공학, 의학계열 : SCI(E)급 이상에 논문게재(예정)
  학술지게재는 단독 및 공동게재가 가능하며 본교 입학일 이후‘경희대학교’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단독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함(타기관, 병원 등 복수 소속 표기
  인정불가). 단, 국제캠퍼스 박사과정은 공동게재 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여야 함
- 신청 및 게재증명서는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박사 실적은 게재 예정일이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제출시까지
  (6월 초, 12월 초)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졸업요건으로 인정함

※ 학과별

논문게재 실적 제출 조건(편수, 제1저자, 학술지 급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논문게재 실적에 대한 조건을
학과에 확인하시기 바람.

  

◎ 대학원학칙 제53조, 대학원 시행세칙 제20조, 대학원내규 제15장
■ 논문지도교수 배정
- 논문지도교수는 각 대학원 또는 유관 학부의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
수에 한하며. 대학원장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외부인사를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통합 및 박사
과정의 경우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논문지도교수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
는 논문의 공동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 각 학과 학과장은 2학기 내에 논문지도교수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약
입학 제 및 학·석사연계과정, 편입생의 지도교수 배정시기는 따로 정한다.

- 전임교수의 한학기당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지도학생수는 6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개발표 신청은 소정양식의 공개발표신청서에 논문지도교수의 승인 및 학과장의 확인
을 거쳐 학과와 대학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공개발표에 합격한 경우 이는 공개발표를 한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5개학기 동안 유효하다.
- 공개발표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이상의 소속학과 전임교수가 참관하여야한다.

- 논문지도교수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퇴직한 경우
•1년을 초과하여 해외여행을 하게 된 경우
•1년을 초과하여 휴직한 경우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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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다만, 소속학과 전임교수가 3인미만인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가 위촉하는 교수가 참관
할 수 있다.
- 공개발표는 모든사람이 방청할 수 있다.
- 참관교수 또는 방청자는 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발표자는 질의
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 공개발표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되 그 기준은 각 학과별로 따로 정한다.
- 논문지도교수는 공개발표 심사결과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 접수 및 심사
학위청구논문 접수 및 심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전공시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전공시험

◎ 대학원학칙 제33조~36조, 대학원시행세칙 제27~29조, 대학원내규 제14장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대학원시행세칙 제22~25조

[공통]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

■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
- 대학원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전공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전공시험은 본인이 취득한 과목에 한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단, 학과에서 전공시험과목
을 지정한 경우 지정 과목을 응시할 수 있다.
- 전공시험은 학과에서 정하는 3과목 이상에 대하여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을 실시한다.
-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 재학생에 대하여 전공 외국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전공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학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학점 취득 예정자.
-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균성적이 B-(2.7)이상인 사람
-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공개발표에 합격한 사람
- 학술지 게재(신청,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확인(학과별 조건 상이함으로 반드시
학과에 확인바람)
[2009학년도 입학생]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석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등재 후보지 또는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기준
-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공시험은 과목별로 80점
이상으로 한다.
-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재응시 할 수 있다.

SCI(E)급 이상에 논문 게재 심의를 신청 또는 게재하여야 하며, 그 신청 또는 게재 증명
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박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등재 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그 게재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
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 예·체능계 학생의 경우는 학과에서 별도로 정하되,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 단과대학 학과의 기준이 이보다 엄격할 시에는 그 기준이 우선시된다.

◎ 대학원시행세칙 제26조, 대학원내규 제13장

- 학술지게재는 단독 및 공동 게재가 가능하며, 2009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신·편입학
생부터 적용한다.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 그 논문의
내용을 공개발표하여야 한다.

-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논문은 본교 입학일 이후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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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지도교수 변경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석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박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4 이상으로 한다.

- 석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에
논문 게재를 신청 또는 게재하거나, 국제학술대회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을 발행하는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여야 하며, 그 신청, 게재 또는 발표증명서
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박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 또는 SCI(E)급 이상에,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은 SCI(E)급 이상에 논문을 게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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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하며, 그 게재(예정)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학과(전공)에 따라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술지게재는 단독 및 공동게재(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가 가능하며, 2010학년도
1학기 입학한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국제캠퍼스 박사과정은 공동게재 시 반드시
제1저자나 교신저자이여야 한다.
-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논문은 본교 입학일 이후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학과별 논문게재 실적 제출 조건이 상이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논문게재 실적에 대한
조건을 학과에 확인하시기 바람.
  ※ 외
 국인(정원외) 우수연구장학 수혜자, 외국인(정원외) 총장장학 수혜자는 위 논문게재
실적 이외 1편을 추가로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으로 문의바
람.
  ※ 소
 속 표기는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단독으로 표기하여야 함(타 기관,
병원 등 복수 소속 표기는 인정 불가)

- 논문심사의 결과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학위논문 심사위
원장은 심사종료 후 심사의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심사위원회
-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가 학과 학과장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 대학원장
이 위촉하며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논문지도교수는 논문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논문심사위원은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 내규 제72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은 대학원 시행세칙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원시행세칙]
제20조(강의 및 논문지도교수)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논문지도교수는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②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통합 및 박사
   과정의 경우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논문지도교수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박사학위과정에 타 학과 전임교원 1인과 타 대학 전임교
원 1인이 심사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석사학위과정에는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
원 2인이 심사위원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외의 위원은 본교 해당학과 소속 전임교원
또는 타 학과 전임교원 또는 타 대학 전임교원 중 학과에서 따로 선임할 수 있다.
- 교외 인사로서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대학교 또는

▷ 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및 시기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연구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 교외 인사로서 논문심사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위항
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제출 승인서(소정양식)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학위논문 제출 추천서(소정양식, 박사과정에 한함)

  ※ 타
 대학(교) : 경희대학교 외 대학

•이력서(박사과정에 한함)

  ※ 타
 학과 : 해당 학과 외 학교(경희대학교 내 또는 타 대학교)

•심사용 논문(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 학위청구논문 제출은 학기별로 하며, 제출시기는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 학위청구논문 심사
-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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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위논문 최종 제출
◎ 대학원시행세칙 제32조

학위수여
◎ 대학원학칙 제5장 학위수여, 대학원시행세칙 제30~31조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후 즉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학위논문을
책자로 제본하여 본교 중앙도서관장에게 소정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위 수여결정
대학원장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결과를 접수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 제출서류

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서관 : 제본논문 및 원문파일,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허락서, 학위논문 원문파일 제출확인서 등
•대학원행정실 : 학위논문 제출확인서, 학위논문 표제지 사본, 심사위원 날인된 인준지 사본, 기타 서류

■ 학위 수여

■ 학위논문 원문파일 제출

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한다.

중앙도서관 dcollection 홈페이지의
“ 제출자 플래쉬보기”및“인쇄용 다운로드”참조
http://dcollection.khu.ac.kr/

■ 학위 수여취소
총장은 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

■ 학위논문 원문파일 제출 유의사항
① 파일형식 : hwp, doc, pdf 등(pdf파일 권장)

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
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논문전체를 1개의 파일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5개까지 분할 가능
   표지, 목차, 본문, 초록 등 제출한 원문파일은 반드시 인쇄본과 동일한 형태 유지
③ 파일명 :“학번(성명).확장자”
로 제출 ex) 200012345(홍길동).hwp(PDF파일 권장)
④ 그림파일 : 반드시“문서에 포함”
으로 지정해서 작성
⑤ 그림파일이 아니고 종이를 오려붙인 경우 : 인쇄본 1부 더 제출
⑥ 초록/목차 : 초록은 영문과 한글을 가능한 모두 입력
⑦ 온라인으로 올리기 어려운 경우는 도서관 방문 후 제출
⑧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급적 본인이 제출. 단,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학위
논문이용 허락서 1부를 작성하여 지참(도서관 홈페이지 공개 자료실)
⑨ 제출관련문의
서울캠퍼스 : 정보교육실 02-961-0073, khisweb@khu.ac.kr
국제캠퍼스 : 국내잡지실 031-201-3223, ksw0321@khu.ac.kr
※ 학위논문 원문파일 제출 유의사항은 중앙도서관 학위논문 제출 안내에 따라 학기
마다 상이한 내용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관련 내용 확인 요망

■ 명예박사 학위수여
-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
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명예박사 학위는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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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및 박사학위 수여는 총장이 대학원 소정 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함으로써 행한다. 일반

박사학위 취득자 공표실적 제출

별표(1) •국문논문 겉표지(가운데 정렬)

◎ 대학원학칙 제37조
박사학위를 받은자는 해당 대학원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 하여야 한다.
※ 중앙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으로 학위논문 납본하는 것으로 공표 절차 완료됨(국내학술지검
3cm

색 사이트(RISS)에 탑재)

석(박)사학위논문

■ 공표방법

→ 18pt

단행본 발간/관련학회지 게재/정기간행물 게재/외국국제학술지 게재/학술세미나 발표/기타

3) 학위논문의 규격과 양식
▶ 심사용 논문의 규격
: 가로 19㎝, 세로 26㎝의 4·6배판
▶ 논문의 체제
1) 국문논문

논

문

제

목

→ 24pt

－ 부제목 －

→ 18pt

지도교수 ◯ ◯ ◯

→ 18pt

경희대학교 대학원
◯ ◯ ◯ 학과

→ 24pt

가. 겉표지 : 별표1 참조
나. 안표지 : 별표2 참조
다. 표제지 : 별표3 참조
라. 인준지 : 별표4 참조
마. 배면(spine) : 별표5 참조
바. 본문 : 별표6 참조
사. 한글·한자는 임의로 선택하여도 무방함
2) 영문논문
가. 겉표지 : 별표7 참조
나. 안표지 : 별표8 참조
다. 표제지 및 인준지 : 별표9 참조
라. 배면(spine) : 별표10참조
마. 본문 : 별표11 참조

▶ 용지 : 백색 모조지80lb 이상
▶ 인쇄
- 자형은 명조계열
- 흑색잉크 사용(수록자료 칼라 사용 가능)
- 줄당 글자 수는 37자 내외(10.5pt ~ 11pt)
- 쪽당 28줄 내외(줄간격 150% ~ 180%, 또는 1.5줄 간격)
- 해상도 높은 고성능 출력기 사용을 원칙으로 함.

성
201

명
년

→ 24pt

월

3cm

※ 학과명은 종합정보시스템의 본인 소속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함
예) 종합정보시스템 소속에“신문방송학과”
로 되어 있는 경우
신문방송학과 (Ｏ), 언론정보학과 (Ｘ)

→ 18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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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국문논문 안표지

별표(3) •국문논문 표제지

5cm

3cm

논

문

제

→ 18pt

목

→ 24pt

논

문

제

목
24pt

－ 부제목 －

→ 18pt

→ 18pt

－ 부제목 －

→ 18pt

지도교수 ◯ ◯ ◯

지도교수 ◯ ◯ ◯

→ 18pt

이 논문을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경희대학교 대학원
◯ ◯ ◯ 학과

→ 24pt

◯◯ 학과 ◯◯ 전공

성 명
201

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 24pt

→ 24pt

월

3cm

→ 18pt

성 명
201

년
3cm

※ 년월은 학위 수여일자를 기재함(예 : 2월 또는 8월로 기재)

월

→ 18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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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학위논문

별표(4) •국문논문 인준지

					

◯◯◯의 ◯◯학 석(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별표(6) •국문논문 본문

논문제목

5cm

별표(5) •배면

* 주심 교수 ◯ ◯ ◯
* 부심 교수 ◯ ◯ ◯
→ 18pt

* 부심 교수 ◯ ◯ ◯
* 부심 교수 ◯ ◯ ◯

년 도

* 부심 교수 ◯ ◯ ◯

1.	워드, 타자, 활판은 가로쓰기로 28행 기준
으로 할 것.
2.	인쇄, 프린트는 양면을 원칙으로 하되 단면
도 무방함.
3.	일행의 자수는 37字 내외로, 글자의 크기는
10.5pt~11pt로 함.
4.	표지는 200g/m2 레쟈크, 본문 용지는 80g/
m2이상의 백상지로 할 것.
5.	본문 쪽수(page)는 하단 중앙이나 좌·우측
이며 일련번호로 표시 할 것.
6.	참고문헌기재는 전공분야에서 공인된 방법
으로

(※ 선을 그을 것)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

년

월

→ 24pt

註①
註 ② 크기는 다르게 할 수 있음.(10pt)

→ 18pt

3cm

※ *표는 석사과정
심사 교수 이름은 자필서명 및 날인 요함

※ 참고사항
•한글 : 10.5pt~11pt, 줄간격 150%~180%
•`MS Word : 11pt, 줄간격 1.5줄(37자×28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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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pt

별표(7) •영문논문 겉표지

별표(8) •영문논문 안표지

Thesi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또는 Master)

Lewis Acid Mediated Aldol Addition Reaction
Using S-2-Pyridyl Thioester Silyl Ketene Radical

Lewis Acid Mediated Aldol Addition Reaction
Using S-2-Pyridyl Thioester Silyl Ketene Radical

Hong Gildong

Hong Gildong

18pt

18pt

14pt
상하좌우로 한가운데

Department of Chemistry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February, 1997

※ 국어로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성  이름’
순서로 작성
예) Hong Gildong (Ｏ), Hong Gil-dong (Ｏ)
Hong Gil Dong (Ｘ)

12pt
1.5줄 간격

14pt
상하좌우로 한가운데

Department of Chemistry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February, 1997

12pt
1.5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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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pt

별표(9) •영문논문 표제지 및 인준지

별표(10) •영문논문 배면(背面 : spine)
제목, 이름, 학위취득연도를 일렬로 나열함. 글씨 크기는 적절히 조정
ex) Lewis Acid Mediated Aldol Addition Reaction Using S-2-Pyridyl Thioester Silyl    
    Ketene Radical Hong Gildong 1997

별표(11) •영문논문 본문

Lewis Acid Mediated Aldol Addition Reaction
Using S-2-Pyridyl Thioester Silyl Ketene Radical

일반사항은 한글 본문에 준함. 즉 대학원생활안내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되 자형은 Times
New Roman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저자임의로 변경할 수 있음

by
Hong Gildong

주(註)와 참고문헌 작성법
주(註)와 참고문헌 작성법
14pt

◎ 주와 참고문헌

Advised by

■ 작성형식에 따라 기술해야 함

Dr. Lee Kwangsoo

■ 논문의 객관성 부여
14pt

Submitted to the Department of Chemistry
and the Faculty of the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degree of

◎ 주(註)
■ 인용한 정보의 근원을 밝히고
12pt
1.5줄 간격

Doctor of Philosophy (또는 Master)

■ 본문의 내용에 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제시
■ 본문의 다른 쪽에 있는 내용을 참조
■ 주의 종류
•각주( 퇸 ) : 본문에 주의 번호를 표시하고, 해당 면의 본문하단에 주의 번호와 일치하는 자

				

Dissertation Committee:

12pt

Chairman

10pt

료의 서지 사항을 기재하는 방식 (참고문헌 : 논문의 말미에 저자(성)의 자모순으로 기재함)
•내주(內註) : 본문 중에‘저자명, 발행년, 면수’등을 ()에 묶어 기재하는 방식 (참고문헌 : 논
문의 말미에 저자의 자모순으로 기재함)
•후주(後註) : 본문에 주의 번호를 표시하고, 논문의 말미에 주의 번호와 일치하는 자료의 서
지 사항을 각주와 참고문헌을 혼합한 형식

인용 방식
◎ 직접 인용
■ 원문을 그대로 인용
■ 짧은 언급이나 요약만으로 불충분한 경우나 어떤 특수한 생각이 특정 표현 방법을 통해서
만 나타났다고 판단될 때, 필자나 저자가 표현한대로 옮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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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pt

■ 큰따옴표““ 로 묶고 표기하고, 3줄 이상의 긴 부분을 인용할 경우에는 독립된 문단으로

Chicago Style : 각주

구성하고 인용 문단 전체를 본문 보다 안으로 들여쓰기
■ 불필요한 부분은 3점 줄임표 또는 4점 줄임표로 생략 가능

◎ 본문의 각주
■ 오동근1)은....                

◎ 간접 인용

■ 하남길, 오동섭2)은....          

■ 필자가 남의 생각이나 말을 자신이 이해한 내용으로 바꾸어 표현

■ 김치수 등3)은....      ....이다.4)

■ 간단한 언급, 요약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원래 글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함

■ Avram5)은 ......             또는 Henriette D. Avram5)은 ....       
■ Jensen 등6)은 ......라고     또는  Finn B. Jensen 등6)은 ......라고
■ Gide, Rist7)는 ....           또는  C. Gide와 C. Rist7)는 ....

참고문헌 작성 원칙
◎ 본인의 창작 내용 이외의 모든 내용은 인용 사실과 그 출처를 참고문헌으로 기재
◎ 실제로 읽고 이해한 부분 인용, 사본 보유
◎ 원본 논문의 정확성 직접 확인하지 않고, 다른 논문에서 언급한 참고문헌을 옮겨 쓰면 안됨
◎ 논문 제출 시, 문헌 검색과 참고문헌 정리 필수
◎ 참고문헌의 정확성 및 일관성 유지

■ ...represented by Gide and Rist7) Brett, Johnson, Bach8)는     or ...represented by
C. Gide and C. Rist7)  
■ Jensen et al.8) .....       or  .....Finn B. Jensen et al.8) .....
■ The State Department's paper stressed“developing a major part of the world by
using the economic resources ... of the super powers.”
13)
Chicago Style : 내주

◎ 참고문헌(인용) 불필요

◎ 본문의 내주

■ 본인의 고유 의견, 이론, 반박, 결론

■ 오동근(2001)은....       

■ 본인이 직접 고안해서 수행한 설문조사 및 실험, 연구방법론

■ 하남길, 오동섭(1999)은....   

■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지식

■ 김치수 등(2000, 25-30)이 지적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제주도는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섬이다 ⇒ 불필요

■ 1989년 10월 12일에 실시한 전화 인터뷰에서 양주동(1998)은 ....

•제주도는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섬으로, 대한민국 면적의 1.9%에 해당되는 가장 큰 섬이다 ⇒ 필요

■ Avram(1975, 40)은 ....    Read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1999, 141),
■ Jensen 등(1994, 69)은 ......라고      Adams, Bromley(1998, 75)에 의하면
■ Abrams, Jajodia, Podell(1994, 89-90)은 ....

주(註)와 참고문헌 작성법

주(註)와 참고문헌 작성법
◎ 논문작성 스타일
■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tyle
■ MLA(Modern Language Association) Style
■ Chicago(Chicago University) Style
■ Turabian(Kate Turabian) Style
■ ACS(American Chemical Society) Style
■ Vancouver Style(ICMJ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 Harvard Style
■ NLM(National Library of Medicine) Style 등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는 활동 속에서 인간의 정서는 결정처럼 아름다운 틀을 이룩하는
것”
(Read   1999, 141)이라 한다면
■ 야간운동이 주간운동에 비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하철수, 하태수, 하철주 2000, 5:65-77)을
고려...
■ 두 개 이상의 저작 동시 인용
•(이진영 2001, 109; 김남석 2002, 102)       
•(Kaku 1998, 42; McRae 2001, 101-33)
•(Gilbert and Gubar 1978, 1-25; Murphy 1988, 39-52)
•(Taylor 1981, A1; Armstrong, Yang, and Cuneo 1990, 80-82)
■ 저자명과 자료명이 문장 중에 포함된 경우: 주 표시 없이 참고문헌에만 기재
•McRae’
s The Literature of Science includes many examples of this trend.
•김정현은 목록조직의 실제에서 그 예를 설명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11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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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작성 원칙

• ...“racial injustice, war, and the university itself”(Report 2000, 3)
•International espionage was as prevalent as ever in the 1990s “Decade”
(
1998).
■ 단체명 저작
•한국공공도서관의 통계에 의하면(한국도서관협회 2001)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행한 통계자료에 의하면(2001, 54)  
•According to a study sponsored by the National Reserch Council (1998, 15)
• .....“to be fixed and perhaps radically modified”(Public Agenda Foundation 2001, 4)  
■ 동일저자의 두 개 이상의 저작
•특정지역을 나타내기 위한 보조표이다(오동근 1994, 34).
│ 58 │ KYUNG HEE UNIVERSITY

•DDC원안의 골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임의규정을 적용(오동근 2001, 213-342)

Chicago Style : 단행본
◎ 각주 작성법
■ 저자명, 역할어, 표제, 역할을 달리한 저자, 판차 (발행지 : 발행사, 발행년), 인용면수.
•주번호 : 주번호는 본문의 인용번호와 일치
◎ 각주 참고문헌작성법
■ 저자명, 역할어. 표제. 역할을 달리한 저자. 판차. 발행지 : 발행사, 발행년.
◎ 내주 작성법
■ (저자명 발행년, 인용면수)

•.....보조표의 행정조직이 참조되어야 한다(오동근 1994a, 33).
◎ 내주 참고문헌작성법
■ 저자명, 역할어. 발행년. 표제. 역할을 달리한 저자. 판차. 발행지 : 발행사.
Chicago Style : 각주
◎ 동일 문헌의 재인용 :‘Ibid’
사용
■ 오동근, DDC연구 (대구 : 태일사, 2001), 34.
■ Ibid., 50-52.
■ Henriette D. Avram, MARC: Its History and Implications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1975), 25.
■ 오동근, 55-57.
■ Avram, 38.  
■ 오동근,“한국도서관을 위한 DDC의 재전개방안,”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5권, 제4호 (2001)
: 45-53.
■ 오동근, DDC연구, 33. = 35 (2001. 12): 45-53.
■ 오동근,“한국도서관,”47-48.
◎ 동일문헌의 재인용 :‘저자명’
사용

◎ 용어설명
■ 저자명 : 대상 : 개인명(동양인명 : 성 이름, 서양인명 : 성, 이름), 단체명(상위단체명. 하위단체명)
             방법 : 개인저서(1인. 2-3인. 4인 이상.),
                    ex. 홍길동 ; Drucker, Peter F. ;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 역할어 : 저(著)이외의 편. 역. 주 등
■ 표  제 : 표제는‘본표제 : 부표제’형식으로 기재, 필요한 경우 총서표제를 기재
표제는 자료의 표제지에 표시된 대로 채기
표제는 동양어는 진하게, 영어는 이탤릭체로 기재
영어 표제는 서명의 처음자와 고유명사 이외에는 모두 소문자로 기재
■ 역할을 달리한 저자 : 저자명에 채기되지 않은 역할을 달리한 저자명은 역할어와 함께 기재       
                          ex. 홍길동 역.
■ 판  차 : 판에 개정이 있을 때 자료에 나타난대로 기재
■ 발행지 : 발행사가 위치한 지명을 기재(식별이 필요한 경우 상위지명을 부기)
■ 발행사 : 발행사의 구성을 위한 명칭 제외, 식별이 가능한 범위에서 간략히 기재
■ 발행년 : 발행된 최종 서기년도

■ 오동근, DDC연구 (대구 : 태일사, 2001), 34.
■ 오동근, 50-52.
■ Henriette D. Avram, MARC: Its History and Implications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1975), 25.
■ 오동근, 55-58.
■ 오동근,“한국도서관을 위한 DDC의 재전개방안,”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 (2001.12) : 45-53.
■ Avram, 284. = 35, no. 4 (2001): 45-53.
■ 오동근, DDC연구, 33.
■ 오동근,“한국도서관,”47-48.

천상의 노래
-요한계시록 강해로버트 콜만 지음
석 창 훈 옮김
도서출판 두란노
2000

Songs of Heaven by Robert E. Coleman
천상의 노래 : 요한계시록 강해
지은이 : 로버트 콜만
옮긴이 : 석 창 훈
인쇄년 : 1999년 12월 30일
발행년 : 2000년 2월 10일
발행처 : 도서출판 두란노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ISBN 89-7008-970-5
가격 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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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가 없는 자료

◎ 각주와 참고문헌

◎ 연속간행물 Ex.

■ 각주 : 1) Robert E. Coleman, 천상의 노래 : 요한계시록 강해, 석창훈 옮김 (서울 : 두란노,

■ 오동근, 황일원,“Shakespeare 관련자료 분류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도서관·문헌정

2000), 33.
■ 참고문헌 : Coleman, Robert E. 천상의 노래 : 요한계시록 강해. 석창훈 옮김. 서울 : 두란노, 2000

   보학회지 34, 1 (2003) : 217.
■ 오동근, 황일원. "Shakespeare 관련자료 분류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도서관·문헌정
    보학회지 34, 1 (2003) : 217-237.

◎ 내주와 참고문헌

■ (오동근, 황일원 2003, 217)

■ 내주 : (Coleman 2000, 33)

■ 오동근, 황일원. 2003. Shakespeare 관련자료 분류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도서관·

■ 참고문헌 : Coleman, Robert E. 2000. 천상의 노래 : 요한계시록 강해. 석창훈 옮김. 서울 :

   문헌정보학회지 34, 1 : 217-237.

두란

■ Social Security Bulletin 28 (January) : 3-29. = 28, no.1 : 3-29.
■ 이정훈. 2001. 햇볕정책의 그늘, 무않지는 대북공작. 신동아, 8월, 178-195

■ 1인 저서
•정성계, 고전압화학 (서울 : 문운당, 1970), 54.
•정성계. 고전압화학. 서울 : 문운당, 1970.

Chicago Style : 학위논문

• (정성계 1970, 23-5)
•정성계. 1970. 고전압화학. 서울 : 문운당.
■ 2-3인 저서

◎ 각주 작성법
■ 연구자,“논문명: 부논문명”(학위명, 수여기관명, 지명, 수여연도), 인용면수.

•(서정우, 팽원순, 한병구 1981, 36)

•학위명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으로 기재

•(Brett, Johavo, and Bacher 1986, 87-90)

•수여기관명 : 논문집을 수여한 대학명, 특수대학원의 경우는 대학원명까지 기재

■ 4인 이상
•이장로 등, 또는 이장로, 신민수, 장세진, 김익수, 조명현.

◎ 각주 참고문헌작성법

•Sanders, G. S., and others. 또는 Sanders, G. S., et al. 또는…

■ 연구자.“논문명.”학위명, 수여기관명, 지명, 수여연도.
◎ 내주 작성법

Chicago Style : 연속간행물

■ (연구자명 발행년, 인용면수)

◎ 각주 작성법

◎ 내주 참고문헌작성법

■ 연구자명,“논문명,”자료명(발행단체명) 권, 호 (발행년) : 논문인용면수.

■ 연구자. 수여연도. 논문명. 학위명, 수여기관명, 지명.

■ 논문명이 동양어는 진하게 영어인 경우 자료명은 이태릭
◎ 각주 참고문헌작성법
■ 연구자명.“논문명.”자료명(발행단체명) 권, 호 (발행년) : 논문수록면수.
◎ 내주 작성법
■  (연구자명 발행년, 인용면수)
◎ 내주 참고문헌작성법
•연구자명. 발행년. 논문명. 자료명(발행단체명), 권, 호 : 논문수록면수.
■ 논문명이 동양어는 진하게 영어인 경우 자료명은 이태릭

◎ 학위논문 Ex.
■ 조철호,“서비스 품질이 P2P 파일공유의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
   교, 2004), 123-124.
■ 조철호.“서비스 품질이 P2P 파일공유의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
교, 2004.
■ (조철호 2004, 123-4)
■ 조철호. 2004. 서비스 품질이 P2P 파일공유의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Mann, A. E. 1968. The paleodemography of australopithecus.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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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햇볕정책의 그늘, 무않지는 대북공작,”신동아, 2001년 8월, 180.
◎ 단행본 Ex.

◎ 학위논문 초록 자료인 경우

APA Style : 전자자료

■ 조철호,“존재학적 예술철학에 관한 연구 : 니콜라디 하르트만의 미학이론을 중심으로”(박사
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04), 學位論文槪要集 第35輯 (2005): 60-61.
■ 조철호.“존재학적 예술철학에 관한 연구 : 니콜라디 하르트만의 미학이론을 중심으로.”박사
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04. 學位論文槪要集 第35輯 (2005): 60-70.
■ (조철호 2005, 60-61)
■ 조철호. 2005. 예술철학에 관한 연구 : 미학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04. 學位論文槪要集 第35輯:60-70.

◎ 각주 작성법
■ 김영범, 신동호, 북한 문예론 [eBook] (서울 : 톨스토이, 2001 [검색 2001년 12월 8일]); 인터
   넷주소: http://www.tolstoe.com/newebook/mall/ebook-detailview.asp?contentsID=154.
■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in MESH vocabulary file [database online]
(Bethesda, Md.: National Library of Mediciene, 1990 [cited 3 October 1990]),
identifier no. D000163, [49 lines].
■ 
“연속간행물 내용목차 서비스”[검색 2003.2.10];

Chicago Style : 재인용
◎ 각주 작성법
■ 西村緣也, 朝鮮敎育大觀 (京城 : 朝鮮敎育大觀社, 1930), 15, 金南碩, 日帝下公共圖書館의 社會
敎育活動 (大邱 :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26에서 재인용.
■ 또는 金南碩, 日帝下公共圖書館의 社會敎育活動 (大邱 :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26에서
재인용, 西村緣也, 朝鮮敎育大觀 (京城: 朝鮮敎育大觀社, 1930), 15.
◎ 각주 참고문헌작성법
■ 西村緣也. 朝鮮敎育大觀. 京城 : 朝鮮敎育大觀社, 1930. 金南碩, 日帝下公共圖書館의 社會敎育  
   活動 (大邱 :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에서 재인용.
■ 또는 金南碩. 日帝下公共圖書館의 社會敎育活動. 大邱 :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에서 재인용.
西村緣也, 朝鮮敎育大觀 (京城 : 朝鮮敎育大觀社, 1930).
◎ 내주 작성법
■ (西村緣也 1930, 15)
■ 또는 (金南碩 1991, 26에서 재인용)
◎ 내주 참고문헌작성법
■ 西村緣也. 1930. 朝鮮敎育大觀. 京城 : 朝鮮敎育大觀社. 金南碩, 日帝下公共圖書館의 社會敎育  

◎ 내주 작성법
■ (김영범, 신동호 2001)
■ 
“Acquired”
(
1990)
■ 
“연속간행물
(
내용목차 서비스”년도미상)
◎ 내주 참고문헌작성법
■ 김영범, 신동호. 2001. 북한 문예론 [eBook]. 서울: 톨스토이 [검색 2001년 12월 8일]. 인터
   넷주소: http://www.tolstoe.com/newebook/mall/ebook-detailview.asp?contentsID=154.
■ 
“연속간행물 내용목차 서비스.”연도미상. [검색 2003.2.10]. 인터넷주소: http://www.oclc.
     
org/oclc/promo/512alrt/7512alrt.htm
■ Vedrashko, Ilya. 2006.“Advertising in Computer Games.”Master’
s thesis, MIT.
   http://cms.mit.edu/research/theses/IlyaVedrashko2006.pdf.
■ McDonald’
s Corporation.“McDonald’
s Happy Meal Toy Safety Facts.”Accessed   
   July 19, 2008. http://www.mcdonalds.com/corp/about/factsheets.html.
■ Kossinets, Gueorgi, and Duncan J. Watts. 2009.“Origins of Homophily in an   
   Evolving Social Network.”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5 (2009): 405?50.
   Accessed ebruary 28, 2010. doi:10.1086/599247.
◎ 내주
■ (조태진, 1996, pp. 20-21)

   活動 (大邱 :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에서 재인용.

■ (김은희, 백남철, 2000, pp. 48-49)

■ 또는 金南碩. 1991. 日帝下公共圖書館의 社會敎育活動. 大邱 : 계명대학교출판부에서 재인용.

■ (Wolchik, West, Sandler, Tein, Coatsworth, Lengua et al., 2000, p. 849)

西村緣也, 朝鮮敎育大觀 (京城 : 朝鮮敎育大觀社, 1930).
◎ 참고문헌작성 : 전자책
■ Schiraldi, G. R. (2001). Th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ourcebook: A guid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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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 http://www.oclc.org/oclc/promo/512alrt/7512alrt.htm

healing, recovery, and growth [Adobe Digital Editions version].

MLA Style

doi:10.1036/0071393722.
■ O’
Keefe, E. (n.d.). Egoism & the crisis in Western values. Retrieved from http://
www.onlineorginals.com/showitem.asp?itemID=135.

◎ 내주
■ (이광우 153)                        
■ (Kandel and Squire 1115)

◎ 참고문헌작성 : 학위논문
■ 이광우, 신경과학 (서울: 범문사, 2005) 153.

www.ohiolink.edu/etd/

■ E. R. Kandel and L. R. Squire,“Neuroscience: Breaking down Scientific Barriers to

■ McNiel, D. S. (2006). Meaning through narrative: A personal narrative discu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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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작성

education and continuing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Retrieved from http://

the Study of Brain and Mind,”Science 290 (2000): 1115

growing up with an alcoholic mother (Master’
s thesis). Available from ProQuest
Dissertations and Theses database. (UMI No. 1434728)
IEEE Style
◎ 참고문헌작성 : 연속간행물
■ Herbst-Damm, K. L., & Kulik, J. A. (2005). Volunteer support, marital status, and

◎ 특징 (Chicago Style 준용)

the survival times of terminally ill patients. Health Psychology, 24, 225-229.

■ 본문 text 축소를 위한 간략한 인용주 표기

doi:10.1037/0278-6133.24.2.225

•연도 표기 않고, 순서대로 square bracket [ ]에 숫자 표기

■ Briscoe, R. (in press). Egocentric spatial representation in action and perception.

•[ ] 앞에 스페이스, 문장 끝에서는 [ ] 뒤에 마침표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Retrieved from http://cogprints.

•3명 이상인 경우 저자는 첫 번째만 기술하고 et al. 로 표기                 

org/5780/1/ECSRAP.F07.pdf

■ 참고문헌 작성
•[ ] 번호 순서로 참고문헌 작성

◎ 기타

•저자 표기는 이름(이니셜)과 성 순서

■ 특허

•title of an article (or chapter, conference paper, patent etc.) ⇒ 큰따옴표

•(특허출원 제97-37124, 1997)

•title of the journal or book ⇒ 이탤릭체

•(U.S. Patent No. 123,445, 1988)
•이천수. (1997). 특허출원 제97-37124. 서울 : 특허청.
■ 법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1999)
•(Mental Health System Act, 1988).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법률 제5657호 (1999).
•Mental Health System Act, 42 U.S.C. No. 9401 (1988).

◎ 참고문헌작성
■ W.K. Chen, Linear Networks and Systems . Belmont, CA: Wadsworth, 1993, pp. 12335.
■ J.E. Bourne,“Synthetic structure of industrial plastics,”in Plastics, 2nd ed., vol. 3.
J. Peters, Ed. New York: McGraw-Hill, 1964, pp. 15-67.
■ A. Paul. (1987, Oct.). “Electrical properties of flying machines.” Flying Machines.
[Online]. 38(1), pp. 778-998. Available: http://www.flyingmachjourn/properties/fly.edu
[Dec. 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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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ms, R. J. (1973). Building a foundation for evaluation of instruction in higher

◎ 인용주
■ 위첨자 사용 : Tatton and Kish1 … … have been reported. 1, 2, 4-7
■ 괄호 내 숫자 표시 : Tatton and Kish (1) … … have been reported (1, 2, 4-7)
■ 저자와 발행연도 표시 : Tatton and Kish (1995) … … have been reported (Trapani,
1994, 1996; Kanuth, 1996a, 1996b; Zillman, 1995).
◎ 참고문헌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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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tton, N. A.; Kish, S. In situ detection of apoptotic nuclei in the substantia nigra
compacta of 1-methyl-4-phenyl-1,2,3,6-tetrahydropyridine-treated mice using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labelling and acridine orange staining.
Neuroscience. 1997, 77, 1037-1048
■ Klingenberg, B.; Vannice, M. A. Influence of Pretreatment on Lanthanum Nitrate,
Carbonate, and Oxide Powders. Chem. Mater. 1996, 8, 2755-2768
■ Garrone, E.; Ugliengo, P. In Structure and Reactivity of Surfaces , Proceedings of

약어의 의미
app.
bk.
comp.
ed. e
et al.
ex.
ibid.
i.e. i
irreg.
n.d.
n.p.
Par.
pt.
s.d.
ser.
trans.
vol.

appendix
book
compiler
ditor
et alii = and others
example
ibidem, in the same place
d est, that is
irregular
no date
no place
paragraph
part
sine die(withoutday).
several date
series
translated by
volume

b.
born; brother
chap.
chapter
dept.
department
e.g.
example
etc.
et cetera, and so forth
fig.
figure
id.
idem, the same
introd. or intro. introduction
loc. cit. 	loco citato in the place cited
no.
number
p.
page
pl.
plate; plural
repr.
reprint
s.l.
sine loco, without place
sec.
section
univ.
university
yr.
year

European Conference, Trieste, Italy, Sept. 13-20, 1988; Zecchina, A., Costa, G.,
Morterra, C., Eds.; Elsevier: Amsteram, 1988.

서지관리 및 작성 도구
◎ 서지작성 도구 : RefWorks

Vancouver Style

■ 웹 기반 서지관리 및 인용생성 솔루션으로, 다양한 전자정보원에 대한 반입 및 관리, 유명
학회/저널의 서지기술원칙에 따른 참고문헌 자동생성 기능 등을 지원

◎ 본문 중

■ 이용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배않클릭 혹은 통합검색에서“서지 관리 도구”또는“refworks”
  

■ … effect have emerged recently (5-7). D’
Mello et al. (5) have reported that lithium

   로 검색 ⇒ 매뉴얼 참조

bloced apoptosis induced by low potassium concentration in mature cerebella
granule neuronal culture. Nonaka and Chuang (7) have …
◎ 참고문헌작성
■ 5. D’
Mello SR, Anelli R, Calissano P. Lithium induces apoptosis in immature

인용색인
◎ 인용색인

cerebellar granule cells but promotes survival of mature neurons. Exp Cell Res

■ 인용되고 인용한 정보간의 관계를 찾아보기 쉽도록(색인) 한 것

1994;211:332-8.

■ 대표적인 인용색인

■ 6. Centeno F, Mora A, Fuentes JM, Soler G, Claro E. Partial lithium-associated

•SCI(Science Citation Index, 과학기술분야)

protection against apoptosis induced by C2-ceramide in cerebellar granule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사회과학분야)

neurons, Neuroreport 1998;9:4199-203.

•A&HCI(Art & Humanity Citation Index, 인문 및 예술 분야)

■ 7. Nonaka S, Chuang DM. Neuroprotective effects of chronic lithium on focal
cerebral ischemia in rats. Neuropeort 1998;9: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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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CR

디지털컨텐츠 검색과 활용

•Impact Factor : 해당 저널에 수록된 아티클들이 특정 연도에 평균 몇 번의 인용되었는가
를 측정한 수치로써 대체적으로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2년 동안 해당 저널에

◎ Proquest : 전 주제분야 색인, 초록 및 원문

수록된 논문 및 리뷰 논문의 총 개수로 그 논문들이 해당 연도에 받은 총 피인용 횟수를

◎ Blackwell Publishing : 전주제분야 전자저널

나누어 산출

◎ CNKI : 중국 자료(학위논문 원문 포함)
◎ China Academic Journal (CAJ) : 중국 전자저널

■ 대표적인 DB : Web of science, Scopus

◎ JSTOR : 전 주제분야 archive 저널
◎ Oxford University Press
◎ Gale Virtual Reference Library : 참고자료
◎ Naxos : 음악DB

도서관 주요 디지털컨텐츠
도서관 주요 디지털컨텐츠
◎ Science Direct : 전주제분야 전자저널
◎ SCOPUS : 전주제분야 색인, 초록 DB
◎ Web of science : SCI, SSCI, AHCI 인용색인
◎ EBSCOHost : 전주제분야 색인, 초록 및 원문
◎ Nature : 전자저널
◎ Science : 전자저널
◎ CSA : 전주제분야 색인, 초록 및 원문
◎ LION : 인문사회과학분야 색인, 초록 및 원문
◎ JCR : 주요 저널의 영향도 평가
◎ DDOD : 해외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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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law : 구미법률정보

다. 체류기간연장 및 기타 상세사항

5. 정원외(외국인) 학생 안내

- Hi Korea(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사이트 참고 http://www.hikorea.go.kr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안내 - 외국인의 체류]

3) 아르바이트 안내
가. 재학기간 동안은 취업은 불가하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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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외국인 학생은 가급적 휴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이 필요한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휴학을 신청
하여야 한다.
나. 휴학 신청 시 휴학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학과장,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휴·복학 신청 : 학사안내 P.32 참조).
다. D-2, D-4 비자 소지자는 휴학이 승인된 후 2주 이내에 출국해야 하며, 출국 시 소지하
고 있던 외국인 등록증을 반드시 출국심사대에 반납하여야 한다.

✽ 허용시간 및 근무처
   - 학기 중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는 주당 30시간 이내에서 아르바이트 가능
✽ 신청절차
   - 취업예정 근무처, 대학원 행정실의 확인을 받은‘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제출
나. 대학에서 근무하는 근로학생은 장학금의 형태이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가능
다. 기타사항은 Hi Korea(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사이트 참고 http://www.hikorea.go.kr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안내 - 외국인의 체류 - 체류자격외활동]

라. 복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비자 재발급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하는 서류(제출
서류가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출국 전 관련 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확인하기
바람)를 준비하여 비자를 재발급 받고, 경희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복학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복학 신청 및 승인을 득한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한다.
바.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학적변동(휴학, 제적, 자퇴, 졸업 등) 발생 시 학생비자가 즉시 종료되
므로 2주 이내에 반드시 본국으로 출국하여야 하며, 학생비자로 재입국할 수 없다.
2주 이후에도 미출국하거나 학생비자로 재입국 시 불법체류로 분류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다.

4) 출입국관리사무소 위치 안내
◈ 서울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거주자
    ▶ 세종로 출장소 (02-731-1799)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 3층 (지하철 1호선 종각역 6번출구)
◈ 서울 관악구, 광진구, 강남구,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 성동구, 서초구, 용산구 /
   안양시, 하남시, 과천시,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거주자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02-2650-621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 본 관 :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2) 체류관련안내
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자는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야 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 되었을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서류를 갖추어 대학원 행정실
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한다.
•변경사항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D-2, D-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변경(명칭 변경포함)

   - 별 관 :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 광명시 거주자
    ▶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02-2650-463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신정2동 주민센터 건너 편
◈ 경기도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영통구), 용인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평택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군 거주자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031-69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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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후 시간제 아르바이트만 가능

1) 휴학 및 복학안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국제캠퍼스 정문 맞은편 반달공원방향(도보 10분)

5) 보험가입 의무안내

6. 생 활 안 내

대학원 내규 제36조에 의거하여 외국인 학생은 입학 후 졸업 시까지 질병, 상해 등의 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6) 건강검진 의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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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처리실

7) 졸업요건
외국인 학생은 학위논문 심사 전까지 한국어능력 TOPIK 5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마지막 학기때 학위논문 심사 전까지 대학원행정실로 TOPIK 성적표 원본 제출)
  ※ 이 외 졸업요건은 p.38 학위논문 제출 자격(졸업요건) 확인 요망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위치 : 청운관(종합강의동) 1층

위치 : 학생회관 2층

전화 : 961-9335, 9336, 9337  FAX : 961-9338

전화 : 031-201-2288   FAX : 031-204-8123

이용시간 : 평일 9:00~17:30

이용시간 : 평일 09:00~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 http://sonestop.khu.ac.kr/     

홈페이지 : http://onestop.khu.ac.kr/index.ph

•증명서 종류
증명 종류

수수료 (각 1통)

비고

재학증명서(국/영)
성적증명서(국/영)
휴학증명서(국/영)
학위수여(졸업) 증명서(국/영)

재학생 ￦ 500

학위수여 예정증명서(국/영)

졸업생(수료자) ￦ 1,000

재적증명서(국/영)

증명 발급기 3대 설치
(로비 1대, 복도 안쪽 2대)
※자동 증명발급기에서 발급되지
  않는 경우는 바로처리실에서
  발급함

수료증명서(국/영)
제적증명서(국/영)

※ 인터넷 증명발급센터 http://kyunghee.certpia.com/
※ 기타 증명 및 추천서 발급    
- 장학금(비)수혜 증명서 : 장학금 및 학비감면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학번, 이름, 학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급이 된다.   
- 등록금(교육비)납입 증명서 : 연말정산이나 세금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학번, 이름, 학기 등
을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급이 된다.  
- 취업관련 총장추천서 발급 : 취업과 관련하여 총장추천서가 필요한 경우 바로처리실에 신
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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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내규 제37조에 의거하여 외국인 학생은 입학 후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 기타업무

▶

건강센터

- 학생증/도서관 이용증 발급

서울캠퍼스

- 국제 학생증 발급(대학원 재학, 휴학생에 한함)
- 습득물/분실물 접수 및 전달은 바로처리실의 유실물 보관함을 이용하도록 한다.   
- 바로처리실에 방문하면 국내 FAX 및 scan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노트북 대여

국제캠퍼스

위치 : 경영대학 오비스홀 152호

위치 : 학생회관 2층 214호

전화 : 02-961-0145
전자우편 : khsd3090@khu.ac.kr
홈페이지 : http://healthsc.khu.ac.kr

전화 : 031-201-3118~9
전자우편 : khwd8310@khu.ac.kr
홈페이지 : http://health.khu.ac.kr

주요업무
▶

-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 진료

예비군 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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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캠퍼스

위치 : 청운관 1층

위치 : 학생회관 2층 (219호)

전화 : 02-961-0148

전화 : 031-201-3265~9

전자우편 : khse3120@khu.ac.kr

전자우편 : khwe8340@khu.ac.kr

홈페이지 : http://healthsc.khu.ac.kr

홈페이지 : http://web.khu.ac.kr/~yondae/

주요업무

- 급·만성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예방의학적 지도 등

진료시간 : 홈페이지에서 확인
수진절차 : 신분증(학생증)을 지참하고 내소 하여 등록카드 작성 후 진료 및 상담, 진료비 무료

▶

중앙도서관

- 예비군 자원 관리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 입학(사), 복학, 편입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편성 신고 접수

전화 : 02-961-0074,75

전화 : 031-201-3217,3222

- 학적 변동자(휴학(직), 제적, 자퇴, 사직, 미등록자)에 대한 전출 업무

Fax : 02-961-1582

Fax : 031-204-8111, 031-201-2657

전자우편 : khsd3013@khu.ac.kr

전자우편 : khsd8202@khu.ac.kr

홈페이지 : http://khis.khu.ac.kr/  

홈페이지 : http://library.khu.ac.kr/  

- 예비군 관련 제 증명서 발급 유관 기관의 요청 또는 민원 제기시 예비군 편성확인서 또는         
교육이수 확인서 등의 발급
- 예비군 교육 훈련 실시
- 수임 군부대와의 협조하여 대학에 편성된 자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
- 병력 동원 소집자 관리
- 유사시 동원될 소집 병력을 관리(병무청과 협조)

    
[서울캠퍼스]
•도서관 서비스 및 이용
  - 도서관 개관 시간 (휴관일 : 일요일, 공휴일, 개교기념일, 도서관장이 필요하다 인정시)
구분

-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 훈련 실시
- 학교에 소속된 민방위 자원을 관리(전출·입)하고 유사시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교육 훈련(기본/화생방/비상소집 훈련)을 실시

중앙자료실

- 민방위 관련 제 증명 발급

평일

토요일

중앙자료실,
참고열람실

08:30 ~ 21:00

09:00 ~ 17:00

전자정보실

09:00 ~ 21:00

휴관

일반열람실

- 유관 기관의 요청 또는 민원 제기시 증명서(민방위 편성 확인서 / 민방위 제외 증명서/ 교
육이수 확인서)를 발급
법학 및
분관
도서관

방학기간
평 일 : 09:00-17:30
토요일 : 휴관(공휴일포함)

05:00 ~ 24:00 (연중무휴)

한의학도서관

08:30-21:00

법학도서관

08:30-21:00

의학계열도서관

08:30-21:00

음악자료실

08:30-17:30

미술자료실

09:00-17:30

푸른솔열람실

비고

휴관

방학기간
평 일 : 09:00-17:30
토요일 : 휴관(공휴일포함)

24시간 개방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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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의료공제회 회원의 1차 진료 담당 및 진료의뢰서 발급
서울캠퍼스

- 도서의 대출 및 반납
학부생
석사과정
박사과정

대학원재학생
비전임교원

기간

10권

14일

30권
30권

30일
30일

30권

30일

A : 60권  
B : 30권

전임교원
학부생
대학원생

휴학생
졸업생

법인/대학교의 평생교육기관 및 특수과정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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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수

5권
10권

14일
30일

3권

14일

3권

14일

중앙
도서관

법학 및
분관
도서관

업무내용

2층

특수자료 열람실

3층

북한 관련 연구자료 4천여권 소장
열람, 복사, 대출 가능

A : 90일  
B : 180일

- 도서관 안내
해당부서

전자정보실

 자정보원 선정 및 운영, 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 학교간행물의
전
전자문서화, 도서관 웹서버의 개발 및 운영
1만여종의 국내외 전자저널, 22,000여종의 본교 학위논문, 국회도서관
제공 25만 여종의 사회과학분야 학위논문 등 다양한 종류의
전자정보원을 제공. DVD와 같은 비도서 10,000여종 비치

전화번호

수서계

도서 구입 및 자료정리

961-0073

정리계

도서 및 비도서 자료 정리

961-0069

서무계

시설유지 및 관리, 서무관련 제반업무

961-0072

이용자지원센터

이용자 안내 가이드

961-0077

중앙자료실

도서대출 및 반납, 타도서관 이용, 국제/광릉캠퍼스
및 협정기관 단행본 상호대차서비스

961-0074,
961-0078

참고자료실

참고질의/봉사서비스, 참고자료 선정

961-0075

정기간행물실

국내·외 학술지/저널/학회지/신문 등 구독 및 관리,
타기관 소장 학술잡지 원문복사서비스

961-0076

세계아동문학문고

아동문학자료 이용 및 관리

961-9377

전자정보실

학술 Web-DB 및 비도서구독, 이용 전산시스템 운영,
전자정보실 관리, 장소사용 신청, 이용자 교육

961-0079

한의학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관리

961-0322

- 법학 및 분관도서관 안내
실명

위치

서비스
법학 전문도서 5만여권과 학술지 100여종 등을 비치

법학 도서관

법대 5,6층

한의학 도서관

한의대 지하 1층

의학도서관

의학도서관 4층

음악자료실

음악대학 1층

전자정보실, 개인열람실(캐럴), 공동연구실, 그룹 스터디실 등
4만여권의 단행본과 120여종의 학술지를 소장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한의학 전문자료 비치, 제공
의학, 약학, 간호학 등 의학분야 도서 4만5천여권, 학술지 220종의 자료
비치, 1백여석의 열람석, PC검색코너, 그룹스터디실
음악관련 단행본 6천여권, 악보, CD LP 등의 비도서 자료 1만여점,
18종의 학술지 비치
자료검색 및 비도서활용을 위한 열람석 18석

미술대학

미술관 5층

1천여권의 회화자료, 참고자료 등 비치
실내 열람이용

[국제캠퍼스]
•도서관 서비스 및 이용
구분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평일

09:00-15:00

휴관

09:00-17:30

법학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관리

961-9323

의학계열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관리

961-9419

자료열람실

09:00-21:00

음악자료실

자료 및 시설 이용, 관리

961-0380

미술자료실

자료 및 시설 이용, 관리

961-0640

정기간행물실
(외국인열람실,
인터넷실, UN도서관)

09:00-21:00

영상음향자료실(AV실)

09:00-17:30

공학도서관

09:00-17:30

- 자료실 안내
실명

위치

서비스
열람, 대출, 반납 및 복사 / 도서관간 상호대차서비스
과제도서 : 교재, 교양
일반 서고 소장자료는 열람 신청 및 대출

중앙자료실

원형 1층

참고열람실

원형 2,3층

백과사전 등 사전류, 연감, 편람, 서지목록 등 참고자료 비치
정보검색 및 도서관 이용 전반에 관한 참고봉사서비스 실시

정기간행물실

원형 2,3층

7천여종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일간지 등 비치
해외상호대차 및 원문복사서비스 실시

방학중

평일

09:00-17:30
휴관

일반열람실

09:00-17:30
09:00-17:30
06:00-24:00

※ 제 1, 2, 4 열람실은 시험기간 1주일 전부터 24시간 개방
※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토.공휴일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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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서의 대출책수 및 기간

- 신청 방법 : 대학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3. 재발급(분실 등)

구분

책수

기간

학부생

10권

14일

- 바로처리실 방문 신청

대학원

30권

30일

시간강사, 직원

10권

30일

- 제출서류 : 신청서(바로처리실 비치) 1부, 사진(3x4cm) 1매, 신분증, 수수료 5,000원

교수

30권

180일

학부생

3권

14일

대학원생

5권

28일

3권

14일

휴학생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학생

4. 문의처
- 서울캠퍼스 바로처리실 : 02)961-9335~7
- 국제캠퍼스 바로처리실 : 031)201-2288
5. 유의사항
- 학생증 발급 대기 중인 재학생은 신청 시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아 도서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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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사서과

담당업무
국외도서 구입

3202

국내도서, E-Book 구입/동양서 분류, 정리

3216

서무,시스템관리,기증/교환
목록/교열
우선정리/기증도서

열람과

참고열람과

분관관리팀

▶

교내번호

3205
3207, 3209

◆ 의료공제 안내(서울캠퍼스만 해당)       
경희대학교 학생 의료공제는 회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지급함으로써 회원의 건강 증진을 기하고 회원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3204

1. 의료공제회비 : 신입생 - 20,000원 / 재학생 - 15,000원

열람계 업무/정보봉사

3211

학위논문 정리

3212

※ 공제회원으로서의 수혜 기간은 회비 납부 학기로 한합니다.

정보봉사/이용자관리

3217

2. 공제회비 납부 기한 : 1학기 : 3월 31일까지 / 2학기 : 9월 30일까지

자료 대출

3215

3. 등필 복학 시에도 공제회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의료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반납/연체

3216

4. 의료회비를 납부한 휴학생의 경우 해당 학기 동안 의료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기관 상호대차/원문복사 서비스

3174

외국 학술지업무

3219

홈페이지 관리/전자정보/이용자 교육

3222

UN기탁도서관/전자정보/국내학술지/이용자 교육

3221

공학도서관 운영
영상음향자료실 운영

기타 안내
◆ 학생증 발급
1. 신규 발급(학기 개시 전, 신입생만)
- 학기 개시 전, 신청 기간 및 방법을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
- 내국인과 외국인의 신청 방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지를 확인
2. 신규 발급(학기 개시 후, 신입생 및 재학생)
- 바로처리실 방문 신청

3224, 3225
3227

※ 휴학시 납부한 의료공제회비는 복학시의 학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5. 기타안내
가) 공제 의료기관 : 전국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 공제혜택
1)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수납금액”중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학기별로 120,000원 한도에서 지급합
니다(외래진료비와 약제비는 합산 지급됩니다).
2) 입원진료비
“수납금액”중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학기별로 1,000,000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 
“비급여”부분(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이 없으며,“급
여”부분(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금액)의 본인부담금 중“실제 납입금액”
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 감면액 부분은 공제혜택에서 제외됩니다(ex) 경희의료원의 학생 감면액 등).
※ 외국인 학생은 수납금액 중 30%만 지급합니다.
6. 진료비 청구 절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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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안내

가) 청구 절차

◆

복지 및 편의시설

  1) 학생의료공제회를 방문(청운관 1층 학생생활존 내)
  2)‘공제급여 계좌입금 신청서’작성

[서울캠퍼스]

  3)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전산교육실
모두 수업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업 이외의 시간에는 자유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며, 입원진료비 청구 시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기 중

나) 청구 기간

평  일 - 09:00 ~ 21:00(이후는 수업 종료 시까지만 개방)
토요일 - 09:00 ~ 12:00(정경대전산교육실만 개방)

  1) 1학기(3월 1일 ~ 8월 31일) : 9월 30일까지 청구

방학 중

  2) 2학기(9월 1일 ~ 2월 28일) : 3월 31일까지 청구

평  일 - 09:00 ~ 20:00(이후는 수업 종료 시까지만 개방)
토요일 - 개방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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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생의 경우 졸업식 당일까지의 진료비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7. 진료비 지급 : 위 절차에 따라 신청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외부에서 전화할 때 : 961-내선번호

  ※ 영수증은 총 진료비, 조합(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각각의 금액이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영수증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원본 대조 후 돌려 받을 수 있
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의료공제회(청운관 1층 학생생활존 내 ☎ 961-0055)로 문의

전산교육실명칭

PC
수량

1

청운관전산교육실
(401호)

63

SPSS 14.0
(41대 설치)

2

청운관전산교육실
(405호)

47

IQ systems(MOUS
시험용 프로그램)

청운관전산교육실
(406호)

48

IQ systems(MOUS
시험용 프로그램)

청운관전산교육실
(408호)

44

-

청운관전산교육지원실
(410호)

-

-

호텔관광대전산교육실A
(401호)

50

SPSS 14.0

50

호텔예약S/W피델리오

47

포함)
STATA 10.0(48대 설치)
EViews 6 (39대 설치)
•MS Visual .NET

번호

3

◆ 정기 주차권 신청

•석사과정 : 매 학기 총학생회에서 접수 (50명 선착순 선발) - 주차권 15만원(한 학기 기준)
•박사과정 : 지정된 기간 내에 주차관리소 방문 신청(교내 푸른솔문화관 지하 2층, 02-961-0181)
- 주차권 15만원(한 학기 기준)
- 제출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국제캠퍼스]
- 주차요금 : 1000원/4시간, 4시간 초과시 500원/10분
- 정기주차권 : 40,000원/학기, 12,000원/당월
- 정기주차권 발급 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
- 정기주차권 발급 문의 : 주차관리소 031-201-3773(공대 지하주차장)

청운관

4
5

[서울캠퍼스]

건물명
(내선번호)

6
7

청운관 조교실
(9365, 9125)
호텔관광대학
(0820, 0821)

호텔관광대전산교육실B
(602호)

특정S/W

8

정경대학(0629)

정경대전산교육실
(310호)

9

생활과학대학(9201)

생활과학대전산교육실
(104호)

30

Autocad 2004
(30대 설치)

10

의학관(0109)

의학관전산교육실
(401호)

48

Amos 5.0 (48대 설치)

11

한의대학(9364)

한의대전산교육실
(410호)

30

12

오비스홀
(2222, 2223)

오비스홀 전산교육실(102호)

43

오비스홀 전산교육실(103호)

43

13

SPSS 14.0(25대 설치)

기본S/W

•O/S : MS
Windows XP
•한글2007
•MS Office 2003
•MS Office 2007
•SAS 9.1(한글)
(Enterprise Guide

•Adobe Reader 8.0
•알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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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제비청구시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과 약제비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대학원 열람실

[국제캠퍼스]

- 중앙도서관 2층 대학원생 전용 열람실이 마련되어 있다. 중앙도서관 열람실은 90여석
규모이며 중앙도서관 개관시간에 이용 가능하다.

•편의시설
본 대학교 우정원 1층에는 서점, 편의점, 복사실, 약국, 은행, 컴퓨터매장, 문구점, 빨래방 등

- 오비스홀 국제회관 내 열람실(351호, 463호, 563호, 658호)이 마련되어 있으며, 각

의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구분

•캐럴이용 안내
캐럴은 중앙자료실내 도서관 서고내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개인 공간으로 본교
구성원중 장애자, 교원, 연구원, 논문학기 대학원생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방법은 신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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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후 캐럴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고 좌석을 배정받아 이용하면 된다. 캐럴에서는 개인
노트북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문의 : 열람과 열람계 02) 961-0074,0078  

우정원 1층

•세미나실
본관 4층에는 대학원생 세미나실 3개가 있으며, 15석~20석 규모로 되어 있다. 세미나실 및
세미나실에 있는 개인사물함을 이용하려면 총학생회 (본관 4층, 전화 02-961-0125)에 신청하면
된다.

학생회관

•편의시설
본 대학교 청운관 지하 1, 2층에는 식당, 문방구, 안경점, 여행사, 기념품점, 서점, 우체국,
은행등의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 건물에는 매점 및 복사시설이 되어 있다.  

      

구분

편의시설

연락처

청운관 1층

하나은행

02-961-0138

청운관 지하1층

복사실
우체국
문구점
서점
기념품점
경희안경점
매점

02-962-2876
02-961-0165
02-962-0469
02-962-0467
02-962-2872
02-960-6595
02-961-9124

청운관 지하2층

다우컴퓨터
식당

02-965-4000
02-961-9348~9

청운관 지하3층

헬스장
골프장

02-961-0386
02-961-9412

푸른솔문화관

식당

02-967-2556

편의시설

연락처

서점

031-202-5167

편의점(GS25)

031-205-0575

복사실

031-202-6976

약국

031-205-4339

하나은행

031-201-2120

빨래방

031-205-1400

안경점

031-202-1470

꽃집

031-205-2600

여행사

031-205-0008

문구점

031-205-7291

기념품점

031-273-7775

컴퓨터매장

031-205-8544

우리은행

031-201-2858

우체국

031-20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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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실은 10여석 규모로 열람실 이용 관련은 총학생회로 문의 바랍니다.

사. 사물함 신청
본관 4층 및 국제회관 휴게실에 있는 사물함은 매년 2월과 8월(여분에 한함) 사용 신청을
받는다. 사용기간은 한 학기이며 재신청 가능하다.

7. 학생자치기구

아. 우산·넷북대여
본관 415호 총학생회실에서 우산 및 넷북을 대여할 수 있다.
자. 조교처우개선 및 원우복지개선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조교들의 원활한 연구활동 및 대학원 생활을 위하여 설문 및 상담
등을 통하여 원우들의 복지을 개선하고 있다.
차. 대학원 총학생회 홈페이지
- 서울캠퍼스 : http://www.khugsa.com/        
- 국제캠퍼스 : http://gsa.khu.ac.kr/     

대학원생들의 대표 기구로서 1986년 결성되어 현재는 서울과 수원 교정 총학생회가 분리되어

카. 연락처

있다. 매년 11월 대학원생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총학생회장이 선출되고, 집행부는 회장에 의한

- 서울 : 02) 961-0125

선임과 공채를 통해 인선된다. 총학생회 집행부는 기획사무국, 교육·환경국, 대외협력국으로

- 국제 : 031) 210-2137

구성되어 있고, 대중, 복지, 학술, 교육환경개선 등 원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1년간 진행한다. 정례화된 사업들은 아래와 같다.(캠퍼스별로 사업
이 다를 수 있음)
가. 국
 제학술기행

2) 학술단체협의회
대학원 학술단체들의 대표 기구로 1993년 결성되었고, 현재 35개의 학술단체가 소속되어

매년 5월 석·박사 원우들의 연구능력 제고 및 학문적 교류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있으며, 학술단체협의회장이 대표를 역임하고, 4개 분과장(문학예술, 역사철학, 사회과학, 자연과

전공분야의 국제학술대회, 해외 연구소, 학회에 기행을 가는 행사이다.

학)이 각 계열의 개별 학술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벌인다. 8회의 학술특강 및 기획특강과 2회

나. 학술지원사업

의 학술제를 주최하며, 경희대학교 대학원의 학문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대학원의 경쟁력 확보 및 재학생의 연구능력강화와 연구실적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
기 위하여 JCR, SCI, SCI-E, SSCI 및 학진 등재지 논문 게재료를 지원한다.
다. 통계특강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함양과 연구논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4~5월, 7~8월에 통계
특강을 개최한다.
라. 유학생지원사업

가. 학술·기획특강, 학술강연회
학술특강과 기획특강이 각 년 4회 정도 이루어지며, 학술특강의 경우 각 분과별 학문
이론 심화 특강을, 기획특강의 경우 시의성 있는 주제의 학제간 통합 학문이나 논문작성
법 특강 등을 기획하여 개최하고 있다.
나. 학술제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생활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탐방, 논문특강 등의 사업을

매년 봄(5월)과 가을(11월)에 소속 단체들의 논문 발표회 및 기획세미나, 연합 심포지엄 등

기획한다.

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학문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하는 자리이다.

마. 전체대표자회의

다. 고황논집

대표자회의는 매년 4월과 11월에 개최하며, 연간사업 계획보고 및 결과보고를 하는

1년에 2회(6월, 12월) 발간되며 일반논문과 기획논문으로 나누어진다. 일반논문은 대학원

자리이다. 각 학과 대표조교 및 행정조교에게 연락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생들의 일상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지면으로 엄정한 심사 후 게재된다. 기획논문은

바. 기념품 제작·배포
매년 말에 제작되며, 대학원생 모두에게 총학생회실에서 개별 배포된다.

학제간 연구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심사 후 당선작을 결정한다. 고황논집은 ISSN에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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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 총학생회

라. 소수전문특강
대학원생들의 학술활동과 학제간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단협에 소속된 단체
외의 소수 세미나 단체나 과 단위에서 특강을 요청할 경우 특강비를 지원한다. 일반대학

8.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안내

원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구성된 3인 이상의 소모임 단체가 특강 형식의 강의안을 마련
하여 신청하며, 학제간 연구를 우선순위로 하여 한 달에 두 팀씩 지원한다.
마. 논문기수자공간
논문기수자들의 원활한 논문작성을 위한 방안으로, 매월 초에 신청을 받아 개인별 컴퓨터
와 연구 공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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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연락처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http://khuis.khu.ac.kr

- e-mail : academy@khu.ac.kr
- 전   화 : 02)961-9341

▶ ID : 학번
▶ PASSWORD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정원외(외국인) 학생 로그인 안내

3) 대학원보

      ① 외국인등록증 있을시
         - 주민번호 및 비밀번호에는 외국인 등록증 번호를 입력한다.(13 자리)

1986년 2월 3일 창간호를 내고, 2015년 211호로 30주년을 맞이했다. 국내 대학원 신문 중 가
장 오랜 역사를 유지하는 본보는 학내외의 정보 전달과 학술적 차원의 논의를 담아내고 있다. 양
교정 7인의 구성원이 취재 및 여론수렴, 학술기획 등을 담당하며 매회 약 7,000부 가량 인쇄돼
교내 각 단과대와 기졸업자, 타학교 등 외부기관으로 배포된다.
총 16면의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되며, 1면~2면 <인터뷰>에서는 학계, 사회, 정치, 문화 등 다
양한 방면의 인물을 통해 사회 현안들에 대해 조명한다. 3~7면 <학술>은 인문, 사회, 문화, 과학
등 계열별로 다루는 논의를 통해 전공의 깊이를 더하고 타 전공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8~9면
은 <비평>으로 문화적 이슈나 매체물을 통해 당대 사회에 대해 고민해 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10~11면 <서평>에서는 주요 인사들의 저서와 그에 관련된 논의를 소개하고 비평을 제시한다. 12
면 <특강>은 교내 또는 외부에서 열리는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취재하고 그에 대해 숙고해 본다.
13면 <여론>은‘습격인터뷰’
,‘프리뷰’
,‘사진으로 말해요’등으로 구성된다. 끝으로 14~16면
<보도> 및 <보도기획>에서는 교내 소식을 전달하고 짚어볼 가치가 있는 교내 현안에 대한 제언을
담는다.
    
•전화 : 02) 961-0139
•홈페이지 : http://www.khugnews.co.kr

      ② 외국인등록증이 없을시
         -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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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술단체협의회 홈페이지: http://academy.khu.ac.kr

환경설정

[비밀번호변경]
  1. 처음에 주민등록번호로 설정된 비밀번호를 변경한다.
  2. 비밀번호 분실 시 비밀번호 발송을 위하여 휴대폰 또는 E-mail 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개인정보
  
[개인정보변경]
  1. 주소 및 연락처, 이메일 주소, 개인계좌번호 등이 바뀌었을 경우, [개인정보변경] 메뉴에
서 본인이 직접 수정하여야 한다.
    ※ 주요 공지는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락처로 연락하므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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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전에 우측 하단 [환경설정]을 클릭하신 후 필요사항들을 변경해주어야 한다.

인터넷신청

•강의평가
매학기 강의평가 기간에 강의평가를 시행 할 수 있으며 한번 저장된 내용은 수정되지 않으므

[장학/융자신청]

로 반드시 저장하기 전 강의평가 내용을 확인 후 저장버튼을 눌러야 한다.

논문게재장학 및 논문발표장학을 신청하는 메뉴이며, 매학기 해당시기에 반드시 본 메뉴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및 출력하여 소속학과장 추천을 받아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노트북대여신청]
1. 예약신청 후, 접수가 처리되면 문자메세지로 통보가 되며, 바로처리실에서 수령할 수 있다.
2. [노트북목록조회] : 노트북의 대여가능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4. [나의신청내역] : 본인이 신청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신청 취소 및 접수증 출력을
할 수 있다.
[전산실사용현황]
달력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날짜에 신청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수강신청
[수강신청접속]을 클릭하고 수강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수업/성적/상담

하여 로그인 후,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저장한다.
※ 수강신청시스템(http://sugang.khu.ac.kr)에서 신청 가능

[수업]
•종합시간표조회
1. 년도/학기별 개설강좌(종합시간표)를 조회할 수 있다.
2. 조직, 학부(과),전공리스트를 선택한 후 <search>버튼을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다.
3. 강의평가 점수생성이 완료된 학년도 학기에 대하여 강의평가 결과도 조회 가능하다.
※ 수강신청시스템(http://sugang.khu.ac.kr)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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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자목록조회] : 대기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성적]

증명/고지서

•성적조회(금학기)
현재 학기의 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
•성적조회(전체)
본인의 전체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

[증명발급안내]
바로처리실(서울캠퍼스 청운관 1층/국제캠퍼스 학생회관 2층)과 자동발급기, 인터넷 사이트
(http://kyunghee.certpia.com)을 통해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다.
[등록금고지서]
1.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다.
2. 분할납부 신청자는 분할납부 고지서로 출력된다.(분할납부는 하나은행에서만 수납 가능)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한 납입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장학금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다.

등록/장학
[등록]
•등록금납부내역
1. 입학 후 현재까지의 학기별 등록금을 확인할 수 있다.
2. 현재학기 분할납부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논문심사비납부
청구논문 접수 학기에 심사위원 위촉 후 논문 심사비 고지서를 출력하여 심사비를 납부하
여야 한다.
•장학
전체 장학금 수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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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드시 수납기간 및 금액을 확인 후, 납부하여야 한다.

찾아보기
[교수님찾기]

9.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내규

교수님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해당 연구실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찾을 수 있다.

제1장
제1조

총칙

(목적) 본「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이하“학칙”
이라 한다)은「경희대학교 학칙」제
4조에 의거하여, 경희대학교(이하“본교”
라 한다)에 설치한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부서 전화번호]

제2조

(대학원의 종류) 본교에는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학교 홈페이지의 전화번호안내로 이동한다.

2. 전문대학원 : 동서의학대학원, 국제대학원, 체육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이하
“의학대학원”
이라 한다),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치의학대학원”
이라 한다), 법
학전문대학원 (이하“법학대학원”
이라 한다)
3. 특수대학원 :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테크노경영
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법무대학원, 관광대학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제3조

(각 대학원의 과정) ①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
사학위 연계과정(이하“연계과정”
이라 한다),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
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각 과정 안에 연구기관, 산업체 및 정부기관과
의 협동과정(이하“학·연·산 협동과정”
이라 한다)과 학과간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전문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복합학위과정 포함), 학·연·산 협
동과정 및 학과간협동과정을 둘 수 있으며, 국제대학원에는 연계과정을, 동서의학대
학원에는 통합과정을, 법학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③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④ 각 대학원에는 학위과정 이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를 둘 수 있으며,
계약학과에 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과정(복합학위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은 따로 정한다.

제4조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별표1】
내지【별표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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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칙

제2장

입학

행정직원 중 재직기간 2년 이상인 직원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일반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입학전형 횟수 및 시기) ① 각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3월 1일, 9월 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일)로 하며 입학전형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실시하는 정시전형, 정시전형 이후

로 할 수 있다.

결원에 대해 수시로 선발하는 수시전형 및 입학 6개월 이전에 학생을 선발하는 조기

제12조

전형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학대학원, 치의학대학원, 법학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년

제13조

도 개시일로 하며 입학전형에 대한 횟수 및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입학지원 자격) ① 각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공의 경우 현직 교원에 한하여,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은 각각 당해연도 의학교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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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에 한하여, 법학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당해연도 법학적성시

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14조

험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학 및 각 대학원간의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

학위취득예정자

에의 편입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
 총장은 각 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의 통폐합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원내에서 학생

② 박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의 전과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야 한다.

③ 전문대학원간 또는 특수대학원간에 학과 또는 전공의 통폐합이 있을 경우 폐지된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

학과 또는 전공의 재적생은 입학한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정자

다만 재적생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총장은 통합되는 대학원의 해당학과 또는 전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공으로 이적을 허가 할 수 있다.

(입학지원절차)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지원서 및 첨부서류와 전형료를

④ 폐지되는 학과 또는 전공의 재적생이 해당 대학원 내의 학과 또는 전공으로 이적

납부하여야 한다.

하는 경우 당해 학생이 그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별도로

(입학전형방법) ①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 방법은 필기시험 또는 서류심사 및 구술시

있는 것으로 본다.

험에 의한 일반전형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특별전형으로 한다. 다만,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거하여 타 대학원으로 이적할 경우 전적대학원에서 취득

학과나 전공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의학대학원, 치의학대학원, 법학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제9조
제10조

(재입학·편입학 및 전과)
① 총장은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범위 안에서 재입학·편입

1.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학사

제8조

(정원외 입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편입학 또
는 재입학 할 경우에는 그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육입문검사와 치의학교육입문검사(이하
“입문검사”
라 한다)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

제7조

(위탁학생) 각 대학원은 기업체 등 외부 관련 기관의 위탁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위
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한 학점 전부를 이적한 대학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5조

(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구분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모집 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의학대학원, 치의학대학원, 법학대학원의 입학전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입학허가)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입학전공분야)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하위학위과
제3장

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연계과정의 경우 석사

학적변동

과정의 전공은 학사과정의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중 하나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직원 입학제한) ① 본교 전임 교직원은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제16조

(휴학) ①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각 대학원장의 허

②「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제37조 제10항에서 규정한 조교, 정관 제104조에서

가를 얻어 휴학 할 수 있다.

규정한【별표3】
및
【별표4】
의 의료직 (전공의)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휴학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은 모두 합하여 아래의 학기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제104조에서 규정한【별표2】
의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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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학원명

석사과정

통합과정

박사과정

일반대학원

4개학기

6개학기

4개학기

동서의학대학원

2개학기

4개학기

2개학기

국제대학원

2개학기

2개학기

체육대학원

2개학기

2개학기

일반대학원
- 전문간호사교육과정
-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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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구분

대학원명

석사과정

통합과정

박사과정

2년

4년

2년

4년

2년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2년6개월

의학대학원

6개학기

6개학기

동서의학대학원

2년

치의학대학원

8개학기

8개학기

국제대학원

2년

2년

법학대학원

4개학기

4개학기

체육대학원

2년

2년

평화복지대학원

2개학기

평화복지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

4년

7년

4개학기

의학대학원
- 박사학위과정(복합학위과정)
치의학대학원
- 박사학위과정(복합학위과정)

4년

7년

법학대학원

3년

2년

평화복지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2년

평화복지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을 제외한 특수대학원

2년6개월

전문대학원

③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 및 출산으로 인한 휴학과 일반대학원생, 동서의
학대학원생, 국제대학원생 및 특수대학원생이 해외파견 또는 전근으로 인하여 휴학
한 경우, 평화복지대학원생의 소속 대학원장이 허가하는 인턴십으로 인하여 휴학한

특수대학원

경우 그 기간은 제2항의 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휴학 관련 기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복학) 휴학을 한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

② 일반대학원과 국제대학원의 연계과정의 수업년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

되 그 시기는 소속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내로 한다.
제18조

(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자퇴할 수 있다.

제19조

(제적)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

③ 국제대학원, 경영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법
무대학원, 관광대학원, 공공대학원, 체육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국제대학원의 박
사학위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각 내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제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수업년한을 단축할 수 있다.

호와는 별개로 각 대학원의 내규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재외국인 대상 MBA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수업년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한은 1년 6개월으로 한다. 단, 과정운영에 있어서의 세부내용은「테크노경영대학원

2. 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내규」
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3.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⑤ 일반대학원의 경우 학부 4학년 1학기 재학 중 대학원 입학을 허가받아 대학 졸업

4. 타교에 입학한 자

후 대학원에 입학한 자(이하“예약입학자”
라 한다) 및 연계과정에 입학한 자는 6개

5. 성적경고를 연속하여 3회이상 받은 자

월 이내, 통합과정에 입학한 자는 1년 이내, 국제대학원의 경우 연계과정에 입학한

6. 학업의 성업에 가망이 없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7. 통산 2회 유급이 된 자
8.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재학년한 5년을 초과한 자
② 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통합
과정에서 제적한다.
③ 국제대학원과 평화복지대학원의 경우 2개학기 연속 평균평점 B-(2.7)이상을 취
득하지 못한 자는 제적한다.

자는 6개월 이내에서 수업년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21조

(학기) 각 대학원의 학기는 매학년도 2개 학기 내지 4개학기로 한다. 다만, 의학대학
원 및 치의학대학원은 2개학기로 한다.

제22조 (교육과정) ①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각 대학원장은 협의를 통하여 교과목을 공동 개설할 수 있다.
③ 법학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법학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23조 (학위과정의 수료인정) ①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각각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

제4장

수업년한·교과과정·학점·성적 및 수료

제20조 (수업년한) ① 각 대학원의 수업년한은 다음과 같다.

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다만, 일반대학원의 경우 논문지도학점 및 선수학
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통합과정에서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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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대학원

생에 대하여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고, 4년 이상 등록하고 박사학위과정

는 경우 18학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나. 연계과정으로 입학한 경우에는 15학점

③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다. 국제통상협력학과 석사과정 한국개발경험 및 경제협력 전공은 학점에 관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없이 18학점

1. 일반대학원 석박통합과정의 석사학위과정으로 수료를 원하는 경우 3기 재학

10. 테크노경영대학원 9학점(논문학점 제외)

시 전환신청을 해야 하며 수료 시 총 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단, 전문간

11. 이외 특수대학원 8학점

호사과정은 33학점, 건축학과 건축설계 및 설계분야는 33학점(건축학과 건축설

12. 석사학위과정 수료학점이 2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12학점

계 및 설계분야 통합과정의 석사학위과정 수료인정학점은 39학점)

③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의 학생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 (보충과목 이수) 하위 학위과정의 전공과 상이한 전공에 입학한자 또는 특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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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대학원은 45학점(다만, 국제통상협력학과 한국개발경험 및 경제협력 전공

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은 42학점, 국제개발협력학과 국제개발컨설팅전공은 36학점)

자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이 정하는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로 보충과목의 이수를

4. 평화복지대학원 33학점(다만, 유엔평화학과는 24학점)
5. 공공대학원 32학점

명할 수 있다.
제26조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과목의 연계) ① 학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사학위과정

6.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은 160학점

의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추가로 취

7. 법학대학원은 96학점

득한 자가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6학점까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

8. 법무대학원 30학점

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각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36학점으로 하고 통합과정

②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의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60학점으로 한다. 다만, 국제대학원의 경우 석사학위

6학점까지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12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우, 수강 전에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 중 1인과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일반대학원의 경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인정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과목 평균성적은 B-(2.7)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각 대학

④ 법학대학원의 경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법학대학원에

원내규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15학점까지 법

⑦ 각 과정별로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학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 (학기당 취득학점) ① 각 학위과정의 매 학기 취득학점은 논문지도 학점 및 추가이수학

제27조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이 본교 내외의 각 대학원

점을 제외하고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2학점까지 취득 할 수 있다.  

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박사학위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내, 통합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학기당 취득학점을 달리 할 수 있다.

정은 18학점 이내에서 제23조에 규정한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1. 일반대학원 전문간호사과정 12학점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외국대학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2.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12학점

수료학점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고,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다른

3. 일반대학원 예약입학자 12학점

법학대학원 또는 법학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4. 동서의학대학원 의학영양학과 18학점

15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

5.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  25학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

6. 평화복지대학원 12학점

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7. 체육대학원 12학점

③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가 각 학위과정의 동일 학과 및 전공에 재입학 하였을 때에

8. 법학대학원 석사과정 20학점, 박사과정 9학점
9. 국제대학원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석사과정 학생의 직전학기 평점이 3.7 이상이거나 학과주임교수가 허용하

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
제28조 (학업평가) 학업성취의 평가는 아래와 같다. 다만, 법학대학원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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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대학원 30학점

제29조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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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A+
A
AB+
B
BC+
C
CD+
D
DF

(학점인정) ①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의 2/3이상, 성적등급은 C-(1.7)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과목 평균성적은 B-(2.7)이상이 되어야

국제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97~99
94~96
90~93
87~89
84~86
80~83
77~79
74~76
70~73
69점 이하

치의학대학원

평점

한다.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0

은 D-(0.7) 이상으로 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과목 평균성적은 C(2.0)이상으로 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성적등급
93~100
90~92
87~89
83~86
80~82
77~79
73~76
70~72
67~69
63~66
60~62
57~59
56점 이하

며, 법학대학원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 및 성적등급,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
과목 평균성적은 별도로 정한다.
③ 성적등급 I(미완)는 성적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이 미비한 경우에 부여하며, 각 대
학원 내규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되
이 기간이 초과하여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F로 처리한다.
④ P등급의 학점은 평점평균 계산에는 반영되지 아니한다.

제 5 장 학위수여

I(미완)
P(합격)

제30조

NP(불합격)

(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① 각 대학원의 각 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을 취
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때에는【별표
1】
내지【별표3】
에 따라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 중 전문학위의

등급
A+
A
AB+
B
BC+
C
CD+
D
DF
I(미완)

의학대학원
점수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0

경우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해당 대학원  내규에서 정한 교과목
점수
93~100
90~92
87~89
83~86
80~82
77~79
73~76
70~72
67~69
63~66
60~62
57~59
56점 이하

환산점수

을 6학점 이상 추가로 취득하거나 졸업 작품, 졸업시험, 인턴쉽보고서, 국내·외 저

100
92
89
86
82
79
76
72
69
66
62
59
0

명 학술지에의 발표 등 해당 대학원내규로 정한 사항을 이수한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
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고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서 복합학위
를 수여할 수 있다.
③ 각 대학원은 각 대학원 내규에 따라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
제32조

(박사학위 등의 표기방법) 학위기의 표기방법은 각 대학원별로 별도로 정한다.
(명예박사학위) ①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P(합격)

②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단, 사안에 따라

NP(불합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3조

(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각 특수대학원은 제4호의 요건을, 일반대학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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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대학원
치의학대학원,
법학대학원,국제대학원
및 평화복지대학원을
제외한 각 대학원
93~100
90~92
87~89
83~86
80~82
77~79
73~76
70~72
67~69
66점 이하

화복지대학원과 동서의학대학원은 제2호의 요건을, 경영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국

사항은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대학원은 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제2호 및 제3호의 요

③
 학생 자치활동의 육성과 발전을 돕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건을 면제할 수 있다.

④
 학생회 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해 학생회의 업무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대학원은 소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속, 이름, 학번, 기수, 전화번호, 이메일의 학생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회

2.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이후 즉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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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제35조

(징계)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이 학칙 및 각 대학원 내규를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

4.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5. 기타 각 대학원내규로 정한 사항

② 징계의 종류는 견책·근신(근로봉사)·유기정학·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외국어시험 및 전공시험) 외국어시험 및 전공시험의 과목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③ 견책·근신(근로봉사)·유기정학 처분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원장이 행하되 무기정학·제적처분은 해당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

(통합과정의 석사학위 취득) 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가 박사과정 이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제23조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만을 취득할 수 있다.

제36조

제41조

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제42조

(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논문심사) ① 학위청구 논문심사는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해당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당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 중 1인과 해당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② 제1항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각 대학원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받아 선정된 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 박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회는 5
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 7 장 공개강좌·위탁학생·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

③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에 별도로 정한다.
제37조
제38조

(박사학위 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해당 대학원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

제43조

(공개강좌) ① 총장은 각 대학원장의 요청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 하여야 한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개강좌를 개설

(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 총장은 석사·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할 때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대학원장이 공고한다.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

제44조

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연구생) ① 각 대학원의 석·박사학위과정에서 연구 또는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 및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 6 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 8 장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39조

(학생의 의무)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은 학칙 및 소속 대학원 내규를 준수하고 소속 대
학원장, 부대학원장,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평화복지대학원의 재학생은 제1항에 더하여 내규에서 정하는 삼정서헌생활수칙
을 준수하여야 하며, 삼정서헌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유엔평화학과 학생은 본

제46조

운영하는 것으로써 그 수업이 본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학생회의 설치) ①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함양
하고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술활동을 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에 학생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생회의 명칭은 각 대학원별로 정할 수 있으며,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용어의 정의)“교육과정 공동운영”이라함은 본교 각 대학원이 외국대학의 석·박
사학위과정에서 설치 운영하는 교과과정을 외국대학과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조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40조

(공동운영 약정 및 운영) 본교 각 대학원은 학칙의 범위내에서 외국대학과 약정을

제47조

(운영방법) ① 교육과정 공동운영방법은 학칙의 범위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체
결한 해당 외국대학과의 약정에 따르되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학생 평가 등 수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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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공시험에 합격한 자

영에 있어 해당 외국대학의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5조

세칙으로 정한다.

②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본교 각 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과 분리하여
제56조

운영할 수 없다.
제48조
제49조

(시행세칙의 제정)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학칙 개정절차)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장과 충분한 협의

(명칭사용) 교육과정 공동운영에는 본교와 외국대학의 명칭을 차례로 표시하여 사용

후 학칙개정의 필요성, 개정내용, 시행예정일 및 개정에 따른 효과 등을 문서로 정리

할 수 있다.

하여 일반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학위수여)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는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공동 명의로 수

② 일반대학원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수합·정리하여 검토한 후

여할 수 있다.

감사행정원장에게 심의를 의뢰한다.
③ 감사행정원장은 의뢰된 학칙개정안에 대해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일반대학원장에
게 송부한다.
④ 일반대학원장은 감사행정원장이 심의한 안을 대학원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14일이내

제50조

(대학원위원회의 구성) ①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에 신고하여야 한다.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대학원위원회규정」
에 별도
로 정한다.
③ 각 대학원에는 학사운영위원회를 두어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부
제1조
제2조

(폐지규정) 본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
학칙, 경희대학교행정대학원학칙,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학칙,경희대학교평화복지대학

④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대학원내규로 정한다.
제51조

원학칙,경희대학교언론정보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산업정보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체육과학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국제법무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아태국제대학원학

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학칙 및 각 대학원의 제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칙, 경희대학교동서의학 대학원학칙은 폐지된다.
제3조

제52조

(학과장) 각 대학원은 각 학과 또는 전공마다 1인의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제53조

(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는 각 대학원 또는 유관 학부의 교수, 부교수 또는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본 학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각 대학원 재학생
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해당 대학원학칙을 적용한다.

제4조

(동서의학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대학원에서 동서의학대학원으로 1999학년도 2
학기에 편입된 학생에 한해 일반대학원에서 기 취득한 학점 전부를 동서의학대학원의

5.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졸업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일반대학원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본 학칙 시행 이전의 평화복지대학원학칙을 적
용 받은 수료자의 경우에는 당해 학칙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학년도 2
학기까지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경과조치는 1999년 9월 1일부터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에 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대학원

소급 적용된다. 다만, 논문의 대필,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

장은 외부 인사를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였던 자는 제외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술·연구활동과 학위청구논문 작성을 지도하며 논문지

② 본 학칙의 학과는 2000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0학년

도학점을 부여한다.

도 1학기에 입학한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하여 구 학칙의 학과를 적용 받을 수 있다.
③ 본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재학생이 본 학칙상의 학과로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 평
화복지대학원장이 기 이수과목의 내용과 수강능력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 10 장 보칙
부

제54조

칙

(준용규정) 학기·수업일수·휴업일 등에 관한 사항 및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항에 관하여는「경희대학교 학칙」
을 준용한다.

② (동서의학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 개정학칙 제21조내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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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대학원위원회 및 직제

고 2000학년도 이전에 동서의학대학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한 학생에 대하여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③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0학년도 1학기에 인류복지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타 학과로 전과를 희망할 경우 학칙 제12조에 의거 평화복지대학원장이 기 이수과목의 내
용과 수강능력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9월2일부터 시행한다.
②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4학년도 2학기 이전에 입학한자 중 학칙 제24조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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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③항, 제25조 ②항과 관련하여 구 학칙을 적용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구평화복지대학원 내
규 [별표1]의 이수학점 규정을 따른다.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본 학칙 제14조 제3항, 제21조 내지 제22조는 2002
학년도 2학기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③ (NGO대학원에 관한 경과 조치) 본 학칙의 전공 및 학위명은 2002학년도 1학기에 입학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한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본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재학생이 본 학칙상의 학위명을 수여

② (정보통신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대학원은 폐지하되 재적생이 있는한 존치하

받기를 원할 경우 NGO대학원장은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 경우 2001학년도

는 것으로 본다.

2학기에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본 학칙상의 전공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NGO대학원장은

③ (건축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된 학칙상의 대학원 명칭은 학칙개정일 이전 입학생

기 이수과목과 수강능력 등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에게도 적용한다.

④ (일반대학원 무역학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별표1의 무역학과의 전공분야별 학위명
칭은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② 정원조정 내용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아태국제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의 입학정원은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한방재료가공학과에 대한 경과조치) 2003학년도 1학기까지

③ (평화복지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는 농학과로 학생을 선발하며 2003학년도 2학기부터 한방재료가공학과로 선발한다.

1. 본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05학년도 1학기부터 2006학년도 1학기까지 구 학칙에 의해 선발되어 입학한

부

칙

자가 신 학칙을 적용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평화복지대학원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다만, 2005학년도에 입학한 자의 경우 구 학칙에 따라 2006학년도 1학기에

② (건축·조경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2002학년도 2학

개설되는 공통필수과목 중 평화복지대학원이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기에 본 대학원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 당시에 일반대학원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
원 학칙에 의해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4학년도 1학기 이전에 국제 및 공공정책학과,
NGO학과,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타 학과로 전과를 희망할 경우 학칙 제12조에 의
거 평화복지대학원장이 기 이수과목의 내용과 수강능력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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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부

칙

원, 평화복지대학원과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거한 복수학위 수여는 2011학년도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입학자에게도 일괄 적용한다.

② (일반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학칙 제15조(재입학·편입학 및 전과)와 관련하여 BK21
부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BK21사업 학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학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제

를 거쳐 허용한다.

29조 중 법학대학원과 관련된 변경, 추가 사항은 2011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칙

부

부

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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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정원은 2008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원으로 전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정원조정 내용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1. 학칙 제14조(재입학·편입학 및 전과)와 관련하여 BK21⁺사업 학과에 참여한 대
학원생이 BK21⁺사업 학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 후 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학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경영컨설팅학과의 폐과에 따라 경영컨설팅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재학중에 경영학
과로 전과를 희망 할 경우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3. 본 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본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계약학과 관련 경과조치) 학칙 제3조 제4항에 규정한 계약학과와 관련된 사항은 본학
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1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평화복지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008학년도 9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부

부

칙

②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폐지
는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 일괄 적용한다.
③ (행정대학원 학위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대학원의 학위명 변경은 2009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④ (연계과정 학점의 중복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연계과정의 경우, 2009학년도 이전입학
자에 한하여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과목 이수학점은 최대 9학점까지 학부졸업학점 및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한다.
부

부

칙

② (국제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학위의 수여 및 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 국제대학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2016학년도 1학기 이전에 퍼포밍아트학과
실용음악전공으로 입학한 자가 2018년 3월 1일부로 재적중인 경우, 그 소속을 실용음악학
과 실용음악전공으로 일괄 변경한다.  
③ (동서의학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동서의학대학원 논문제출자격과 [별표2]의
동서의학대학원 과정, 학과 또는 전공, 학위종별(입학정원은 제외)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본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위기 문안 변경은 2009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현재 재적생이 전원 졸업하는 시기에 폐원 예정이며,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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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석사학위 과정(서울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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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열

인
문
사
회
계
열

학과(석사)

학위종별

석사학위 과정(서울C)

박사학위 및 석박통합 과정(서울C)
총괄 계
인원 열

학과(박사)

학과(석박통합)

학위종별
문학박사

국어국문학

문학석사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문학석사

영어영문학

사학

문학석사

사학

철학

철학석사

철학

철학박사

사회학

사회학석사

사회학

사회학박사

법학

법학석사

행정학

행정학석사

행정학

정치학

정치학석사

정치학

언론정보학

언론학석사

언론정보학

경제학

경제학석사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박사

경영학

경영학석사

경영학

경영학

경영학박사

의료경영학

의료경영학석사

의료경영학

의료경영학

의료경영학박사

무역학
-국제경제전공

경제학석사

-국제경영/무역경영전공 경영학석사

인
문
사
회
계
열

문학박사
사학(미술사 제외)

행정학

정치학박사
언론학박사

무역학
-국제경제전공

경제학박사

-국제경영/무역경영전공

경영학박사

회계·세무학

경영학박사

관광학

관광학석사

관광학

관광학박사

호텔경영학

관광학석사

호텔경영학

관광학박사

컨벤션전시경영학과

관광학박사

조리외식경영학

조리외식경영학박사

조리외식경영학석사

예
·
체
능
계
열

행정학박사

경영학석사

컨벤션전시경영학과 관광학석사

총괄
인원

문학박사

회계·세무학

조리외식경영학

계
열

의
학
계
열

문화관광콘텐츠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석사

자
연
과
학
계
열

교육학박사

교육학

교육학석사

교육학

아동가족학

아동가족학석사

아동가족학

아동가족학

아동가족학박사

주거환경학

주거환경학석사

주거환경학

주거환경학

주거환경학박사

의상학

의상학석사

의상학

수학

이학석사

수학

수학

이학박사

생물학

이학석사

생물학

생물학

이학박사

지리학

이학석사

지리학

지리학

이학박사

물리학

이학석사

물리학

물리학

이학박사

화학

이학석사

화학

화학

이학박사

식품영양학

이학석사

식품영양학

식품영양학

이학박사

기초약학

약학석사

기초약학

기초약학

약학박사

한약학

한약학

-생명한약학전공

-생명한약학전공

한약학박사

-창약학전공

-창약학전공

약학박사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박사

나노의약생명과학

나노의약생명과학

-유기화학/생명과학

-유기화학/생명과학

한약학
-생명한약학전공

한약학석사

-창약학전공

약학석사

간호학

간호학석사

나노의약생명과학
-유기화학/생명과학 이학석사
/뇌과학전공

자
연
과
학
계
열

/뇌과학전공

의상학박사

이학박사

/뇌과학전공

-의약약학/약학/    약학석사

-의약약학/약학/      -의약약학/약학/    약학박사

  나노생명약제학전공

  나노생명약제학전공   나노생명약제학전공

-한약학전공

한약학석사

-한약학전공

-한약학전공

한약학박사

학
과
간
협
동
과
정

학과(석사)

학위종별

무용학
음악학
미술학

무용학석사
음악학석사
미술학석사

의학
기초의과학
-기초의과학전공
-의학전공
치의학
-치의학전공
-이학전공
-공학전공
기초한의과학
-한의학전공
-이학전공
-의과학전공
-의공학전공
임상한의학
-한의학전공
신경과학
글로벌보건한의정책학과
-한의학전공
-보건학전공
한의학과

의학석사

동서의학
-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정보디스플레이
한의철학
-철학전공
-한의학전공
한의역사학
-한의학전공
-사학전공
한의생명과학
-한의학전공
-이학전공
한방응용의학
-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이학전공
-보건과학전공
한방인체정보의학과
-한의학전공
-공학전공
생체의과학
-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치의학전공
-간호학전공
-이학전공

박사학위 및 석박통합 과정(서울C)
총괄 계
인원 열
예
·
체
능
계
열

공연예술학
-무용학전공
-예술경영학전공
음악학

의
학
계
열

의학
기초의과학
-기초의과학전공
-의학전공
치의학
-치의학전공
-이학전공
-공학전공
기초한의과학
-한의학전공
-이학전공
-의과학전공
-의공학전공
임상한의학
-한의학전공
신경과학
글로벌보건한의정책학과
-한의학전공
-보건학전공
한의학과

이학석사
의학석사
치의학석사
이학석사
공학석사
한의학석사
이학석사
의과학석사
의공학석사
한의학석사
이학석사
한의학석사
보건학석사
한의학석사
의학석사
한의학석사
공학석사
철학석사
한의학석사
한의학석사
문학석사
한의학석사
이학석사
의학석사
한의학석사
이학석사
보건학석사
한의학석사
공학석사
의학석사
한의학석사
치의학석사
간호학석사
이학석사

학과(박사)

학
과
간
협
동
과
정

동서의학
-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정보디스플레이
한의철학
-철학전공
-한의학전공
한의역사학
-한의학전공
-사학전공
한의생명과학
-한의학전공
-이학전공
한방응용의학
-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이학전공
-보건과학전공
한방인체정보의학과
-한의학전공
-공학전공
생체의과학
-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치의학전공
-간호학전공
-이학전공

학과(석박통합)

학위종별

총괄
인원

무용학박사
예술경영학박사
음악학박사
의학
기초의과학
-기초의과학전공
-의학전공
치의학
-치의학전공
-이학전공
-공학전공
기초한의과학

의학박사
이학박사
의학박사
치의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이학전공
-의과학전공
-의공학전공

한의학박사
이학박사
의과학박사
의공학박사

신경과학

한의학박사
이학박사
한의학박사
보건학박사
한의학박사

정보디스플레이

의학박사
한의학박사
공학박사
철학박사
한의학박사
한의학박사
문학박사
한의학박사
이학박사
의학박사
한의학박사
이학박사
보건학박사
한의학박사
공학박사
의학박사
한의학박사
치의학박사
간호학박사
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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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석사)

학
과
간
협
동
과
정

경락의과학과
-한의학전공
-의학전공
-이학전공
암예방소재개발(MRC)학과
-한의학전공
-이학전공
소셜네트워크과학
구강악안면재생학
-구강생물학전공
-생화학/분자생물학전공
-구강미생물학전공
-악안면조직재생학전공
-악안면생체공학전공
-예방/사회치과학전공
KHU-KIST 융합과학기술학과
-이학전공
-공학전공
-약학전공
-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치의학전공

학
·
연
·
산
협
동
과
정

학위종별
한의학석사
의학석사
이학석사
한의학석사
이학석사
공학석사

학
과
간
협
동
과
정

이학/공학/치의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치의학석사
이학/치의학석사
공학/치의학석사
치의학석사
이학석사
공학석사
이학/약학석사
이학/의학석사
이학/한의학석사
이학/치의학석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KT&G중앙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농촌진흥청
질병관리본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서울C 석사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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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및 석박통합 과정(서울C)
총괄 계
인원 열

학
·
연
·
산
협
동
과
정

568

학과(박사)

학과(석박통합)

경락의과학과
-한의학전공
-의학전공
-이학전공
암예방소재개발(MRC)학과
-한의학전공
-이학전공
소셜네트워크과학
구강악안면재생학
-구강생물학전공
-생화학/분자생물학전공
-구강미생물학전공
-악안면조직재생학전공
-악안면생체공학전공
-예방/사회치과학전공
KHU-KIST 융합과학기술학과
-이학전공
-공학전공
-약학전공
-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치의학전공

학위종별

총괄
인원
계
열

한의학박사
의학박사
이학박사

인
문
사
회
계
열

한의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이학/공학/치의학박사
이학박사
이학/치의학박사
이학/치의학박사
공학/치의학박사
치의학박사
KHU-KIST 융합과학기술학과
-이학전공
-공학전공
-약학전공
-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치의학전공

이학박사
공학박사
이학/약학박사
이학/의학박사
이학/한의학박사
이학/치의학박사

363

학과(석사)

학위종별

영미어문화학
동양어문학
-일본어문학전공
-중국어문학전공
유럽어문학
-프랑스어문학전공
-스페인어문학전공
-러시아어문학전공
국제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학

문학석사
문학석사

물리학
화학
생명공학원
-한방신소재전공
-유전공학전공
-식품생명전공
-식물신소재전공
-식물생명공학전공
식품공학
한방재료가공학
식물·환경신소재공학
환경조경학
원예생명공학과
환경응용과학
-환경학전공
-환경공학전공
우주과학
우주탐사학

이학석사
이학석사

문학석사

박사학위 및 석박통합 과정(국제C)
총괄 계
인원 열

인
문
사
회
계
열

문학석사
국제학석사

학과(박사)

학과(석박통합)

영미어문화학
동양어문학
동양어문학
-일본어문학전공
-일본어문학전공
-중국어문학전공
-중국어문학전공
유럽어문학
-프랑스어문학전공
-스페인어문학전공
-러시아어문학전공
국제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학

학위종별

문학박사

문학박사
국제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석사
공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물리학
화학
생명공학원
-한방신소재전공
-유전공학전공
-식품생명전공
-식물신소재전공
-식물생명공학전공
식품공학
한방재료가공학
식물·환경신소재공학
환경조경학
원예생명공학과
환경응용과학
-환경학전공
-환경공학전공
우주과학
우주탐사학

공
학
계
열

기계공학
화학공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건축공학
원자력공학
컴퓨터공학
산업경영공학
전자·전파공학
생체의공학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기계공학
화학공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
건축공학
원자력공학
컴퓨터공학
산업경영공학
전자·전파공학
생체의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
건축공학
원자력공학
컴퓨터공학
산업경영공학
전자·전파공학
생체의공학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예
·
체
능
계
열

체육학
도예학
산업디자인학과
시각정보디자인학과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과
건축학
디지털콘텐츠학
포스트모던음악학
연극영화학

체육학석사
미술학석사
디자인학석사
디자인학석사
디자인학석사
건축학석사
미술학석사
음악학석사
연극영화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조경학석사
이학석사

자
연
과
학
계
열

공
학
계
열

예
·
체
능
계
열

체육학
조형디자인학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과
건축학
건축학
디지털콘텐츠학과
응용예술학

총괄
인원

문학박사
문학박사

물리학
화학
생명공학원
-한방신소재전공
-유전공학전공
-식품생명전공
-식물신소재전공
-식물생명공학전공
식품공학
한방재료가공학
식물·환경신소재공학
환경조경학
원예생명공학과
환경응용과학
-환경학전공
-환경공학전공
우주과학
우주탐사학

자
연
과
학
계
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KT&G중앙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농촌진흥청
질병관리본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고등과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서울C 박사 소계

석사학위 과정(국제C)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체육학박사
디자인학박사
디자인학박사
건축학박사
미술학박사
예술학박사

│ 115 │ 2017 대학원 학사 및 생활안내  

│ 114 │ KYUNG HEE UNIVERSITY

석사학위 과정(서울C)
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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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
연
·
산
협
동
과
정

학과(석사)

학위종별

【별표2】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학과·전공·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박사학위 및 석박통합 과정(국제C)
총괄
계열
인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KT&G중앙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농촌진흥청
질병관리본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학
·
연
·
산
협
동
과
정

학과(박사)

학과(석박통합)

학위종별

총괄
인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KT&G중앙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농촌진흥청
질병관리본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고등과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문대학원

과정

석사학위

동서의학대학원

박사학위

국제C 석사 소계

328

국제C 박사 소계

147

일반대학원 석사 총계

896

일반대학원 박사 소계

510

석사학위

국제대학원

박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종별
한의학석사
의학석사
대체의학석사

동서의과학과

한의학석사

한의과학전공

노화의과학전공
노인학과
노년학전공
의학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과
임상영양학전공
한의학전공
의학전공
동서의학과
대체보완의학전공
동서의과학과
한의과학전공
노화의과학전공
노인학과
노년학전공
의학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과
임상영양학전공
국제통상협력학과
-국제통상협력학전공
-한국개발경험 및 경제협력 전공
국제개발협력학과
-국제개발협력학 전공
-국제개발컨설팅 전공
국제관계학과
국제경영학과
국제통상협력학과
-국제통상협력학전공
-한국경제학전공
국제개발협력학과
국제관계학과
국제경영학과
스포츠의·과학 전공
태권도·골프 전공

의과학석사
노년학석사
의학영양학석사
의학영양학석사
한의학박사
의학박사
대체의학박사
한의학박사
의과학박사
노년학박사
의학영양학박사
의학영양학박사

석사학위
박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스포츠의·과학 전공
스포츠산업·경영 전공
태권도·골프 전공
의학과
의학과
치의학과
치의학과
법학
법학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입학정원

50명

20명

국제통상협력학석사

국제개발협력학석사

45명

국제관계학석사
국제경영학석사
국제통상협력학박사
국제개발협력학박사
국제관계학박사
국제경영학박사
체육학석사

스포츠커뮤니케이션융합 전공

체육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학과 또는 전공
한의학전공
의학전공
동서의학과
대체보완의학전공

10명

20명
15명

체육학박사
의무석사
의과학박사
치의학석사
치의과학박사
전문법학석사
전문법학박사

20명
110명
80명
60명
10명
190명
60명
110명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80명

총인원

440명

※ 의학전문대학원(110명), 치의학전문대학원(80명)의 경우 입학정원을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관계로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에서는 제외하였으나 총인원에 포함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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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원 석사

학 과

경영학 석사

의료경영학과

의료기관경영, 의료정책, 의료산업경영

의료경영학석사

문화예술경영학과

박물관·미술관경영,
공연예술경영, 문화예술정책

예술경영학석사

서울
캠퍼스

교육행정,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유아교육, 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국어교육, 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수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보건교육, 상업정보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상담심리,
박물관·미술관교육, 영양교육

교육학석사

국제
캠퍼스

일어교육, 중국어교육, 디자인·도예교육,
체육교육, 초등영어교육, 교사리더십,
영어교육, 수학교육, 평생교육,
실용음악교육, 유아교육, 상담심리

교육학석사

정책학과

공공정책

행정학석사

의료관리학과

간호행정, 병원행정, 보건행정

의료행정학석사

사회복지, 노인·케어복지

사회복지학석사

시민사회·NGO학과

시민사회·NGO

시민사회(NGO)학석사

글로벌거버넌스학과

글로벌거버넌스

국제개발학석사

국제평화

국제정치학석사

아태지역

지역학석사

대안정치거버넌스

정치학석사

유엔평화학과

유엔평화

평화학석사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

경영학석사

건설안전경영

공학석사

스포츠경영

체육학석사

공공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

석사

국제평화·거버넌스학과

테크노경영
석사 건설안전경영학과
대학원
스포츠경영학과
언론정보
대학원

학위종별

경영학과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

평화복지
대학원

전 공
경영, 세무관리, 국제경영,
경영컨설팅·서비스, 빅데이터경영,
중국경영, 브랜드매니지먼트

저널리즘학과
석사 전략커뮤니케이션학과

204명

제1장
제1조

광고, 홍보, 스피치토론, 정치커뮤니케이션
출판저작권, 대중예술, 디지털영상

글로벌기업법학과

글로벌기업법, 미국법, 자산관리법

공공법학과

입법, 공법, 경찰·안전법
중국법
지적재산법, 인터넷법

조세법학과

조세법

제2장

284명

입학

(전형방법) 일반대학원을 제외한 각 대학원의 전형방법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하며
일반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시험을 원칙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

100명

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1. 성적 : 석사 및 통합과정 지원자는 학부성적을, 박사과정 지원자는 학부 및 석
사과정의  백분율로 계산된 성적을 이용한다. 다만, 학과별로 과목별, 학년별 가
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110명

2. 면접 : 전공지식 및 창의력, 영어 능력, 학문에 관련된 실적, 학업계획 등의 영
역을 대상으로 면접(구술, 영어 및 한글에세이 테스트)  및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항목은 학과별로 정하고, 영역별 배점은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원칙에 따른다.

35명

3. 실기 : 실기시험을 병행할 경우 배점 비율은 총점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80명

제3조

언론학석사

(외국인 전형) 학칙 제1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면접 없
이 서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단, 일반대학원의 경우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

46명

형시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룰 수 있다.
제4조

(입학전형 지원구비서류 등) 석사 및 박사과정, 통합과정 입학전형지원자의 구비서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원서(원서용 사진 포함)

32명

2. 학업(연구)계획서(소정양식)
3. 학위수여(예정)증명서(학위등록번호 기재)
4. 하위 학위과정의 성적증명서(평균평점 및 백분율 성적 기재). 다만, 영어권이외

호텔경영학과

의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한글 또는 영어

관광학과
컨벤션전시경영학과

관광학석사

관광대학원 석사 조리외식경영학과

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95명

5. 작품포트폴리오 등 학과에서 정하는 자료(예·체능계열에 한함)

와인·소믈리에학과

6. 이력서(통합과정 또는 박사과정 지원자에 한함)  

문화관광엔터테인먼트학과
부동산학석사

  

아트기획, 극장경영

예술학석사

실용음악

음악학석사

제5조

부동산학과
아트기획학과
아트·퓨전
석사
디자인대학원
실용음악학과

(목적)「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이하“세칙”
이라 한다)은「경희대학교 대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학석사

지적재산법학과

총칙

학원  학칙」
(이하“학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신문잡지, 방송

문화콘텐츠학과

법무대학원 석사 중국법학과

입학정원

총인원

45명
1,031명

7. 기타 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또는 자료
(협동과정 입학전형 지원 구비서류) 학·연·산 협동과정 입학 지원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외에 관련 협동기관 학·연·산 운영 책임자의 추천서 및 소속기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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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과정

2) 시행세칙

제7조

취학동의서(해당자)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 학점인정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입학전형위원) ① 일반대학원의 각 학과는 3인 내지 5인의 교수로 구성된 입학전형

② 본교의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본교의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한 교

위원회를 구성하며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입시전형위원회 구성은 각 대학원

과목을 이수하여 B학점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초과

내규로 따로 정한다.

분에 한하여 제1항의 절차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일반대학원의 각 학과,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입시전형위원회 구성은 해당

③ 각 대학원의 연구과정 등 비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제 1항의 절차를 거쳐

단위 교수회의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취득한 학점의 2/3이내에서 동일 학위과정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입학정원배분) 각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

대학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며, 교육부 고등인력양성사업 등 정부나 본교의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는 학과나 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에게는 별도의 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

법학대학원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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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 및 정정은 정해진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본
인이 입력·신청하여야 한다.

제 3 장 수업 및 등록

② 최종 수강신청 내역은 본인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강신청 과목의 정정은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제8조

(타 학과 및 타 대학원 과목이수) ① 특수대학원 재학생은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타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에 개설된

이후에는 정정 및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대학원장에게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

②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은 논문지도교수와 양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상호학점교류를 할 수 있다.

을 얻어 정정할  수 있다.
제14조

(수업년한이후 등록) 대학원의 수업년한 이후 등록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제15조

(연구등록) ①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료생은 학위 취득시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③ 일반대학원 법학과 재학생은 양 대학원 학과장과 양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 이내에서 법무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제9조

(성적정정) 성적이 누락되거나 오기 되었을 경우, 담당교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증빙

별도로 정한다.

(추가이수학점) ① 일반대학원의 경우 동일 학과가 아닌 유사학과 또는 타 학과

한다.

졸업생은 정규 교과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

② 예약입학제 및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3학기 내에 석사과정 수료

과정은 12학점이상을 하위 학위과정에서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4학기에는 수료생으로서 연구등록금을 납부한다.

② 특수대학원 졸업생으로서 일반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에 입학한 경

③ 통합과정의 학생이 6학기 내에 박사과정 수료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7학기에는

우 12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수료생으로서 연구등록금을 납부한다.

동일계의 경우 6학점이상, 비동일계의 경우 12학점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④ 연구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에도 불구하고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소정의
학점 인정서에 논문지도교수와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대학원장

제 4 장 학적변동

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추가 이수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④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추가이수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제10조

제11조

제16조

(휴학)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 대학원 소정양식의 휴학원서에 주임교수

따로 정한다.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를

(타 대학교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본교 대학원 재학생이 본교와 상호 학점 교류 대

이행하기 위한 휴학(이하“군휴학”
이라 한다) 및 출산으로 인한 휴학과 일반대학원,

상인 국내외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소속 대학원의 논문

동서의학대학원, 국제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재학생이 해외파견 또는 전근으로 인하여

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휴학하는 경우 등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은 소속 대학원에 하여야 한다.

② 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한다. 다만, 등록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입학전 이수학점 인정) ① 각 대학원 입학 전에 국내외 타 대학원의 동등 학위과정

③ 휴학은 매학기 소정의 휴학기간에 하여야 한다.

에서 소속 대학원 교과목에 포함되는 과목을 이수한 학점은 소정양식의 학점 인정서

④ 군 입대를 위하여 미리 휴학할 경우에는 우선 일반휴학원을 제출한 후, 입영 14

에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신청할 경우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 박사학

일전까지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 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위과정은 9학점이내에서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편입

⑤ 휴학자의 등록금은 휴학일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하여「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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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학원장이 시험실시 2주전까지 일정 등을 발표한다.
② 전공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복학) 복학을 하려는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의 재학생 등록기간 중에

거쳐 외국어시험은 대학원 행정실 또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신청하고 전공

소속 대학원 소정양식의 복학원서에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대학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 휴학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경우에는 병역사항

시험은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기준) ①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

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퇴원을 일반대학원은 학과장,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부대학원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②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재응시 할 수 있다.
제26조 (공개발표)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재입학) 재입학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 신청은 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에서 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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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전공시험은 과목별로 80점 이상으로 한다.

정한다.
제27조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재입학할 수 없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28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및 시기)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의 서류를 첨부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강의, 논문지도 및 학위수여

1. 학위논문 제출 승인서(소정양식)
2. 학위논문 제출 추천서(소정양식, 박사과정에 한함)

제20조 (강의 및 논문지도교수)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논문지도교수는 본교의 교

3. 성적 증명서

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4. 이력서(박사과정에 한함)

②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통합

5. 심사용 논문(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및 박사 과정의 경우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논문지도교수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공동지도교수, 학과간협동과
제21조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은 학기별로 하며, 제출시기는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29조 (논문심사의 결정)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정, 학·연산협동과정인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은 예외조치 할 수 있다.

② 학위논문 심사의 합격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2/3이상, 박사학위논문

(논문지도학점) ① 학위를 취득하려는 자는 일반대학원 각 과정의 논문지도학점(공개

의 경우 심사위원 4/5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발표) 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심사의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대학

②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지도 학점을 합격(P) 또는 불합격(NP)으로 평가하고 소정의
논문지도 학점부여 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학위수여 결정) 각 대학원장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결과를 접수한 후 대학원위원

③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논문지도학점에 관한 사항을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
로 정한다.
제22조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①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 재학생에 대하여 전공 외국어

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학위표기 및 수여)  ① 학위증서·학적부 그 밖에 대학에서 발행하는 학위증명관련
문서에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표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술학위를 표기하는 경우 학칙에서 정한 해당 학위명 표기

②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

2. 전문학위를 표기하는 경우 학칙에서 정한 해당 학위명 다음에 괄호를

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 ① 일반대학원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는 전공

한 후 전문분야 표기
② 석사 및 박사학위 수여는 별지 서식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의 학위기를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수여함으로써 행한다.

② 전공시험은 본인이 취득한 과목에 한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③ 각 대학원은 소속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지 서식 제5호의 학위기를 수여

③ 전공시험은 학과에서 정하는 3과목 이상에 대하여 필기 및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④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
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24조 (논문제출자격시험 시기 및 절차) ① 일반대학원 전공시험은 학기별로 실시하며

할 수 있다.
제32조 (학위논문 제출)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후 즉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학위논문을 책자로 제본하여 본교 중앙도서관장에게 소정 부수를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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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 및 대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33조 (연구윤리) ① 연구 관련자(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논문지도교수,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등)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위청구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그 작성과정 등이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경우 해당학위 취소를 비롯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 (지원자격 및 전형) ① 연구생의 지원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생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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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석·박사학위과정 연구생의 이수학점은 학기당 석사학위과정 연구생은 9학점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③ 연구생의 입학지원 서류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35조 (수업년한 및 이수학점) ① 연구생의 수업년한은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칙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내, 박사학위과정 연구생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부

제36조 (연구실적증명서 등) ① 석사학위과정 연구생이 9학점이상, 박사학위과정 연구생이
12학점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는 연구실적증명서 또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37조 (연구생 제적) 연구생이 자격미달 또는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로 물의를 야기할
경우 소속 대학원장은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부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경희대학교경영대학

부

국제법무대학원학칙시행세칙은 폐지된다.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학칙시행세칙·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학칙시행세칙·경희대학교행정대학원학칙시행세칙·경
희대학교언론정보대학원학칙시행세칙·경희대학교산업정보대학원학칙시행세칙 및 경희대학교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경과조치) 부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부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해당 대학원학칙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본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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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생

부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1호】석사 학술학위기 서식

【별지 서식 제2호】박사 학술학위기 서식

    석제 ◯ ◯ ◯ ◯ 호

박제 ◯ ◯ ◯ ◯ 호

학 위 기
◯

◯

◯

◯

◯ ◯ ◯ ◯ 년 ◯ ◯ 월 ◯ ◯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 ◯ ◯ 학석사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

◯

◯ ◯ ◯ ◯ 년 ◯ ◯ 월 ◯ ◯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 ◯ ◯ 학박사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논문제목 :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

◯

◯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

◯

◯

위 증명에 의하여 ○○○ 학석사학위를 수여함

위 증명에 의하여 ○○○ 학박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년 ◯◯월 ◯◯일

경희대학교 총 장

◯

◯

◯

학위등록번호 : 경희대◯ ◯ ◯(석)◯ ◯ ◯ ◯

경희대학교 총 장

◯

◯

◯

학위등록번호 : 경희대◯ ◯ ◯(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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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기

【별지 서식 제3호】석사 전문학위기 서식

【별지 서식 제4호】박사 전문학위기 서식

박제 ◯ ◯ ◯ ◯ 호

석제 ◯ ◯ ◯ ◯ 호

학 위 기
◯

◯

◯

◯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 ◯ ◯ 학석사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

◯

◯ ◯ ◯ ◯ 년 ◯ ◯ 월 ◯ ◯ 일생

◯ ◯ ◯ ◯ 년 ◯ ◯ 월 ◯ ◯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 ◯ ◯ 학박사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논문제목 :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

◯

◯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

◯

◯

위 증명에 의하여 ○○○ 학석사(○○전공)학위를 수여함

위 증명에 의하여 ○○○ 학박사(○○전공)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년 ◯◯월 ◯◯일

경희대학교 총 장

◯

◯

◯

학위등록번호 : 경희대◯ ◯ ◯(석)◯ ◯ ◯ ◯

경희대학교 총 장

◯

◯

◯

학위등록번호 : 경희대◯ ◯ ◯(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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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기

【별지 서식 제5호】영문학위기 서식

3) 내규
제1장

(목적) 본「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내규」
(이하“내규”
라 한다)는「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이하“학칙”
이라 한다) 및「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이하“세칙”
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이하“대학원”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제3조

제4조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①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이
하“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일반대학원장(이하“대학원장”
이라 한다), 부대학원장을 포함하여 7
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임명직 위원은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심의
2.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기타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장

제5조
제6조

제7조

학사자문위원회

(학사자문위원회) 대학원장은 대학원 학사운영과 대학원 발전 등에 관한 자문을 구
하기 위하여 학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구성) ① 학사자문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중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대학원장은 학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부대학원장은 간사가 된다.
③ 학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회의 등) ① 대학원장은 필요시 학사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학사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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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OF THE UNIVERSITY
DEAN OF THE [영문대학원명]

[영문 학위명]

IN [영문학과(전공)명]
WITH ALL THE RIGHTS, HONORS, AND PRIVILEGES THERETO PERTAINING
GIVEN AT KOREA
THIS ○ ○ DAY OF ○ ○ IN THE YEAR ○○○○.

THE DEGREE OF

[영문 성명]

[영문대학원명]

KYUNG HEE UNIVERSITY HAS CONFERRED UPON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OF THE

제2조

Kyung Hee University

REGISTRATION NUMBER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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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총칙

행정기관

제1절 대학원장
제8조 (임명) 대학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제9조 (임기) 대학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권한과 책무) 대학원장은 본 대학원을 대표하고, 본 대학원의 업무 전반을 통할하
며,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
제2절 부대학원장
제11조 (지위) 대학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부대학원장을 둘 수 있다.
제12조 (자격) 부대학원장은 경희대학교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제13조 (임명) 부대학원장은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제14조 (임기) 부대학원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권한과 책임) 부대학원장은 대학원장의 지시를 받아 대학원 학사업무 전반을 관장
하고, 대학원장이 장기출장 등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대학원장의 직
무를 대행한다.
제3절 학과장
제16조 (지위) 대학원장은 학과 또는 전공별로 학과장을 둘 수 있다.
제17조 (자격) 학과장은 각 대학의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제18조 (임기) 학과장의 임기는 1학기를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하게 한다.
제19조 (역할) ① 학과장은 전공강의와 학생지도 및 해당 학과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대학원 소속 학과의 학과장은 전항 소정의 업무에 관해 학장에게 보고하고, 필요
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4절 행정실
제20조 (행정실의 구성) ① 대학원의 학사행정업무를 위하여 행정실을 설치한다.
② 행정실에는 실장 1인과 약간의 직원을 둔다.
③ 행정실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21조 (행정실장) ① 행정실장은 직원으로 보한다.
② 행정실장은 행정실을 관장하고, 대학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 대학원의 행정업무
전반을 집행한다.
제5장

장학금

제22조 (지급기준) ①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한 자
2. 수혜요건이 정해진 장학금은 그 요건을 갖춘 자
3. 총장 또는 대학원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는 자는 직전학기 평균평점 B학점 이상이어
야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3조 (장학금의 종류 등) 장학금의 종류·지급대상 및 장학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24조 (장학금의 지급방법) 장학금은 대학원 또는 소속 단과대학(학과)에서 다음과 같이 지
급한다.
1. 등록 전 : 등록금고지서에 감면처리
2. 등록 후 : 학생 명의로 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제25조 (장학생 선정절차) 장학생 선정은 학과장, 해당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대학원장이 선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석박통합과정

제26조 (정의) 석ㆍ박사 통합과정(이하“통합과정”
이라 한다)은 석사 및 박사교육과정이 통
합된 박사과정으로 석사학위 취득없이 박사학위만을 취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27조 (설치대상) 통합과정은 현재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에서 통합
과정이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 (정원) 통합과정의 정원은 각 학과의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이내로 한다.
제29조 (학사관리) ①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각 학과는 석사와 박사학위 교육과정이 통합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과정의 교과과정 이수,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등 제반 학사에 관한 사
항은 박사학위 과정에 준한다. 다만, 학칙 제35조에 의거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자 하는 경우 석사학위 과정에 준한다.
제7장

외국인학생

제30조 (입학전형) ① 외국인에 대한 입학전형은 수학능력과 재정능력 심사로 한다.
② 수학능력은 서류심사 또는 면접 등을 통하여 심사하고, 재정능력은 입학 지원자
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심사한다.
③ 외국인에 대하여는 본교 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할 조건으로 입
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1조 (입학전형 시기) 외국인에 대한 입학전형은 수시로 시행한다.
제32조 (한국어 구사능력) ①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TOPIK 4급 이상 취득자
2. 외국대학 한국어학과 졸업자
3. 한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2년이상 수학한 자
4. 위와 동등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자
② 단,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졸업 전까지 TOPIK 5급 이상을 취득
하여야 한다. 단, 영어트랙으로 입학한 외국인은 대학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 강좌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입학 후 대학원장
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증명서를 대학
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 캠퍼스는 입학전형 시 지원자의 수학능력이 입증될 경우, 지원자에게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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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8장

편입학

제38조 (지원자격) 국내외 타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본교 대학원 해당 학위과정
에 편입학할 수 있다.
제39조 (구비서류)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세칙 제4조의 서류와 전적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전형방법) 편입학 전형은 세칙 제2조를 준용한다.
제41조 (학점인정 등) 편입한 자는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석

사학위 과정은 6학점까지,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까지, 석·박사통합과정은 21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9장

재입학

제42조 (재입학) ① 학칙 제14조 및 세칙 제19조에 의한 재입학 승인 대상자는 등록기간 안에
등록해야 하며, 재입학한 학기에 미등록으로 인해 다시 제적될 경우 재입학할 수 없다.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③ 입학 후 최소 1개 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제 10 장

타 대학교 대학원과의 학점교류

제43조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학점 취득) ① 본 대학원 재학생은 본 대학원과 교류협정
을 체결한 타 대학교 대학원(이하“교류대학원”
이라 한다)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교류대학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외에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이 대학원에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1.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3.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4.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5.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6.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7.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8.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9. 국방대학교
10.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11.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12.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13. 동국대학교 대학원
14. 부산대학교 대학원
15. 제주대학교 대학원
16. 한신대학교 대학원
17. 삼육대학교 대학원
18.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19. 광운대학교 대학원
20.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21. 서경대학교 대학원
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3. 상명대학교 대학원
24. 서울대학교 대학원
25.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6. 명지대학교 대학원
27. 본교와 자매결연협정이 체결된 외국대학 대학원
28.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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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제1항 내지 제3항의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3조 (입학허가신청 제출서류) 외국인학생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원서
2. 최종학교 학위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중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중국 교육
부 학력인증보고서 또는 학위인증보고서를 반드시 제출)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4. 최종학교 지도교수 추천서
5. 제32조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6. 학업계획서
7. 자기소개서
8. 작품 또는 성과물(예·체능계에 한함)
9. 본인 및 직계가족 관계증명서(번역공증본)
10.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미화＄20,000 상당액 이상을 입학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예치한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국내송금증명서
11. 호구부 및 부모 신분증 사본 (중국인 지원자에 한함)
12.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34조 (외국인 등록 등) ① 본교에서 수학할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
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 국내 체류 중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관할구청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문제학생에 대한 조치) 외국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
학원장은 이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고한다.
1. 입학허가 후 또는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한 경우
2. 출결사항이나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유학생활을 계속 하기가 어려울 것으
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제적, 행방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유학목적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불법취업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거나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
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36조 (외국인 학생의 보험가입 의무) ① 외국인 입학생은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된 보험료
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학생은 입학 후 졸업시까지 질병·상해 등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7조 (외국인학생의 건강검진 의무) 외국인학생은 입학 후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비는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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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제51조

제56조

연구등록

제46조 (용어의 정의)  세칙 제15조의“연구등록”
이라 함은 학위과정 수료 후 학위논문을 준
비하고 있는 자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대학원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
여 대학원에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47조 (등록절차) 연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연구등록금을 납부함으
로써 연구등록생의 신분을 취득한다. 다만, 200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는 연구등
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제48조 (신분 등) ① 연구등록을 한 자는 대학원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
② 연구등록을 한 자는 도서관, 실험실 등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학교시설 등을 정해
진 절차를 밟아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49조 (연구등록금)  연구등록금은 수료 후 반드시 1회에 한하여 당해 학기 등록금의 10%
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 (장학금) 연구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본 대학원내규를 준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2 장

제55조

등록금 분할납부 및 등록금 등의 반환

(등록금의 분할납부) ① 등록대상자는 소정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 재학생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이하“분할납
부”
라 한다)할 수 있다.
③ 분할납부는 해당 학기 등록금 총액을 3회까지 분할하여 대학원장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2조 (분할납부 대상) ① 분할납부는 석·박사과정의 학생은 제2기부터 제4기까지, 통합
과정의 학생은 제2기부터 8기까지의 재학생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당해학기 장학금 수혜대상자, 신입학자, 편입학자, 재입학자는 분할납부가 허용되
지 아니한다.
제53조 (분할납부 절차)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 (분할납부 학생의 신분 등) ① 본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분할 납부한 학생은 본

제57조

제58조

대학원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갖는다.
 분할납부 할 학생이 정해진 기일 내에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적한다.
②
③ 분할납부 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입학금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을
반환한다.
1. 입학금이 과오납 된 경우
2. 입학 전까지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록금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반환사유”
라 한다)에는 <별표3>의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
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휴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기준) ① 휴학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
환받거나, 대학원장이 정한 기간(학기 개시일부터 21일까지)에 휴학하는 경우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에 휴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수업연한 이후 등록) ① 수업연한 내에 수료를 하지 못한 경우 수강등록을 하는 학
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2.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학점당 해당학기 등록금의 10%를 납부한다.
② 수업연한 내에 수료를 하고 추가학점을 이수할 시 본인 학위과정 등록금의 20%
를 납부한다.
제 13 장

공개발표

제59조 (공개발표의 실시)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
하는 학기에 그 논문의 내용을 공개발표하여야 한다.
② 공개발표 신청은 소정양식의 공개발표 신청서에 논문지도교수 승인 및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학과와 대학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개발표에 합격한 경우 이는 공개발표를 한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5개학기 동
안 유효하다.
④ 공개발표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이상의 소속학과 전임교수가 참관하여
야한다. 다만, 소속학과 전임교수가 3인미만인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가 위촉하는
교수가 참관할 수 있다.
⑤ 공개발표는 모든 사람이 방청할 수 있다.
⑥ 참관교수 또는 방청자는 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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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대학원 학생의 타대학의 학점교류실적이 부실한 경우 대학원장은 해당대학과의 학점교
③
류 협정체결을 취소할 수 있다.
제44조 (취득학점 수) 교류대학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석사 및 박사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통합과정은 18학점 이내로 하되, 한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제45조 (수강절차) ① 교류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이하“교류학생”
이라 한
다)은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수강할 교류대학원과 강좌를 결정한다.
② 교류학생은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류대학원의 해당강좌 담당교수, 논
문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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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제62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
격을 갖추어야 한다.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
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2.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균성적이 B-(2.7)이상인 자
3.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
5. 본 내규 제68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자
제63조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이하“논문심사”
라 한다)는 논문심사
위원회에서 논문내용 심사와 구술심사로 한다.
② 논문심사의 결과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위원장
은 이를 대학원장이 정한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64조 (논문심사의 합격 등)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
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4 이상으로 한다.
③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재심사
를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논문심사위원회) ①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가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 대학
원장이 위촉하며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논문지도교수
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논문심사위원은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본 내규 제72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④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은 세칙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66조 (논문심사위원 위촉) ① 논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박사학위과정에 타 학과 전임
교원 1인과 타 대학 전임교원 1인이 심사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석사학위과정에는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2인이 심사위원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외의 위원은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또는 타 학과 전임교원 또는 타 대학 전임교원 중 학
과에서 따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학과, 타 대학교, 연
구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은 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제2항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7조 (학위청구논문의 작성) 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문으로 작성한 경우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영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8조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①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은 가제본된 것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논문심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논문은 대학원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제본된 것을
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
의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신청 또는 게재하거나, 국제학술대회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을 발행하는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여야 하며, 신청, 게재
또는 발표 증명서를 학위청구 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
약학과의 경우, 해당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③ 박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한국연구재단 국
내1급 등재지 또는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은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게재(예정)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
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게재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게재 완료 후
30일 이내 해당 논문 별쇄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별쇄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반 절차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학과(전공)에 따라 학술지 게재 신청 또는 게재는 제2항, 제3학과 학과 내규를 따른다.
⑤
 학과(전공)에 따라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2항 내지 제3항의 논문은 단독 및 공동게재(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가 가
능하며, 2010학년도 1학기 입학한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국제캠퍼스 박사
과정은 공동게재 시 반드시 제1저자나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⑦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 논문은 본 대학원 입학일 이후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
교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제 15 장

논문지도교수의 배정 및 변경

제69조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및 배정) ① 논문지도교수는 대학원학칙 제53조, 시행세칙 제
20조 및 본 내규 <별표2>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각 학과장은 2학기 내에 논문지도교수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
약입학제 및 학·석사연계과정, 편입생의 지도교수 배정시기는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제70조 (논문지도교수 배정절차) 학과장은 소속 학과 학위과정생의 논문지도교수 배정신청
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1조 (명예교수 지도교수배정)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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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60조 (공개발표의 합격기준) 공개발표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되 그 기준
은 각 학과별로 따로 정한다.
제61조 (결과보고) 논문지도교수는 공개발표 심사결과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논문의 공동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논문지도교수의 변경) 논문지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하“변경사유”
라 한다)에는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1. 퇴직한 경우
2. 1년을 초과하여 해외여행을 하게 된 경우
3. 1년을 초과하여 휴직한 경우
4.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3조 (논문지도교수 변경절차) 학과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대학원장에게 보고
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74조 (학위논문 지도학생 수) 전임교수의 한학기당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지도학생수는 6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8 장

특별강좌

제 16 장

전공 외국어시험

제75조 (전공 외국어시험) ① 전공 외국어시험은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박사
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시하되 학
과장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공외국어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은 학과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 17 장

영어강좌

제76조 (영어강좌개설) ① 학과장은 해당 학과의 교과목 중 영어로 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영어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영어강좌는 본교 전임교원이 담당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전임교원에게도 영어강좌의 담당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영어강좌는 해당학과 교과목으로 개설된 과목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④ 개설된 영어강좌의 수강학생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다.
제77조 (개설절차) ① 영어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교수는 소속 대학원 학과장에게 신청하
여 학과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영어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어강좌 개설신청서
2. 영문으로 작성된 강의계획서
3. 기타 대학원장이 요청하는 서류
제78조 (개설신청 기한) 영어강좌 개설신청은 학기 개시일전 정해진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제79조 (결과보고) ① 영어강좌를 담당한 교수는 해당학기 강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그 결
과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0조 (연구비 지원) 대학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어강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연구
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1조

(특별강좌개설) ① 대학원 학과장은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교과목으
로서 학생들의 학업에 필요한 강의가 있는 경우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강좌(이하“특
별강좌”
라 한다)를 개설 할 수 있다.
② 대학원 학과장은 특별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기 개시 1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강의계획서
2. 강사의 이력서 및 공적서
3. 학과장의 추천서
제82조 (강좌개설 결과보고) ① 학과장은 특별강좌 개설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강의 일시·장소 및 수강인원
2. 강의 내용 요약
3. 기타 대학원장이 요청한 사항
제83조 (경비지원) ① 대학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강좌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
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82조 제1항의 강의개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 19 장

교육과정

제84조 (교육과정 편성)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85조 (교육과정의 개정) 대학원의 각 학과에서는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도
록 4년에 1회 이상 교육과정을 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6조 (교육과정의 개정 절차) 각 학과는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
정할 수 있다.
제87조 (교육과정의 운영) ① 각 학과의 강좌개설은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하
여야 한다.
② 신규개설 교과목이 있을 경우 차기학기 개강 최소 3개월 전에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학원 교과과정의 이수구분은 전공필수, 전공선택, 공통과목으로 한다.
④ 개설강좌의 최소 수강인원은 3인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본조 각 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제 20 장

휴 학

제88조 (휴학) ① 질병이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대학원장의 허가
를 얻어 휴학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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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제 21 장

교외지역에서의 강좌 개설

제89조 (목적) 본 대학원은 학교와 정부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상호 발전을 목적으로「일반
대학원계약학과운영에관한내규」
에 의해 석사과정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다.
1. 산학제휴 협약에 의한 재직자 재교육 또는 채용조건형  
2.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과의 협약에 의한 재직자 재교육
제90조 (교외교육장 설치) 계약학과 석사과정 운영목적에 부합하고 다수의 등록학생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 시설 또는 산업체내에서 교
육장을 설치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91조 (설치과정 및 학과)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계약학과 개설학과는 <별표4>와 같다.
제92조 (입학전형 및 지원자격) ① 입학전형은 서류 및 면접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실시한다.
② 지원자격은「일반대학원계약학과운영에관한내규」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자
격을 갖춘 산업체 임직원 또는 관련기관 임직원으로 한다.
제93조 (과정운영) ① 계약학과 석사과정 운영은 학칙, 세칙 및 본 대학원 내규,「일반대학
원계약학과운영에관한내규」
의 적용을 받는다.
② 수업방법은 본교 전임교원 및 교강사가 해당지역 출강수업으로 진행하며 일부 과
목에 한하여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③ 해당지역 수업진행 및 학사관리를 위해 교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산학제휴 협약에 의하여 협정체결대학간 학술교류 및 교수·학생교환, 학점상호
인정 등의 교류활동을 할 수 있다.
제 22 장

전임교원 대학원 강좌 담당 자격

제94조 (강좌 담당 자격) ① 본교 전임교원이 대학원 강좌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본 내규 <별
표2>의 계열별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③ 대학원 강좌를 담당하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의 연구실
적을 확인하여 강좌 담당 자격을 총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95조 (연구실적 대상기간) ① 전임교원의 대학원 강좌를 담당하기 위한 실적은 당해 학년
도 1학기를 기점으로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단, 연간 평가 대상기간
은「교수업적평가규정」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전임교원이 당해 학년도 1학기에 강좌 담당 자격을 갖추면, 2학기 또한 강좌 담
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전임교원이 당해 학년도 1학기에 강좌 담당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해 학년도
1학기 내에 연구실적을 추가 제출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강좌 담당 자격을 심의
하여 강좌 담당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임용기간이 3년 미만인 교원의 연구실적은 1/N(이 경우 N은 임용년수)로 한다.
제 23 장 보 칙
제96조 (보칙) 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
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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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휴학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최대 4개 학
기, 석박통합과정은 최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할 경우에는 특별휴학으로 인정하며, 제2
항에서 정한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학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
이 가능하며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대학원생의 해외파견으로 인한 휴학은 해외파견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
학이 가능하며 해외 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
부서의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전근으로 인한 휴학은 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
부서의 확인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에 한하여 특
별휴학으로 인정한다.
4.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1회에 최대 2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출산(예정)증명서 또
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휴학 신청은 학기 중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
우에 한한다.
④ 휴학 신청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신청서를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 내에 대학
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입생 및 재입학생, 편입생은 당해 학기에 휴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입학일 이후 군입대를 하는 경우. 단, 의무복무에 한함
  2. 학생 본인이 학기 중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3.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치료 진단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장학금의 종류 등
장학명

총장장학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의
①
제6항은 2009학년도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① 본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부 칙
① 본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단서조항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내규 제56조에 규정한 휴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본
내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1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2조는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칙

대학원장장학

학술지게재
장학
학술활동장학

국제화장학

대외협력장학

자격

지급액

1. 학업성적이 우수한 국내외 신입생 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2. 학·석사예약 입학생중 성적우수자
3. 통합과정 입학생중 성적우수자
4. 기타 총장이 장학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1. 재학중 학업성적 우수한자 중 대학장이 추천한 자
2. 사법·행정·외무·기술고시·공인회계사·군법무관·입법사무관  
   1차 시험 합격자
3. 사법·행정·외무·기술고시·공인회계사·군법무관·입법사무관
   시험 최종합격자
4. 기타 대학원장이 장학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단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은 대학원재학 중 합격한 경우에 한함)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및 SCI(E)급, SSCI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제 1저자)한 자 중에서 대학장이 추천한 자
(단,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술지 게재분은 지급 제외)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제1저자)한 자
중에서 대학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1. 외국자매교 교환학생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자
2. 복수학위과정 및 교환학생으로서 대학장이 추천한 자
3. 해외학술교류, 문화교류 등 사업에 선발된 자
4. 외국인으로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1. 3급 이상의 공무원
2. 언론기관, 국공학술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임원
3. 기타 대학원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모범장학

대학원 학생회 임원으로서 대학장이 추천한 자

조교장학

교육 및 연구조교로 대학장이 추천한 자

목련장학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및 가계곤란자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 가능)
2.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 세부 장학지급금액 및 지급기간은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함
* 2010학년도부터 대학원 신·편입생(외국인포함)에 대하여 각종 장학금(조교장학 포함) 지급 시 입학금 지급 제외됨
* 수료생 및 연구등록생은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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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별표2】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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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1. 인문사회계열 : 최근 3년 이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년평균 1편
이상의 논문게재실적 보유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학술서적 실적 보유자(SSCI
및 A&HCI 논문 1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4배로 인정함)
2.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 최근 3년 이내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년평균 1편
이상의 논문게재실적 보유자(임상교수제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학술서적실적
보유자
3. 예체능계열·시, 소설 등 창작분야 : 인문사회계열의 학술지게재실적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연, 창작물(전문학술서적 포함) 등의 실적보유자
4. 논문 중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편으로 인정하며 공동연구실적은 교수연구실적평
정규정 제7조 1항 별표 2를 적용함.
5.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상기 실적 이상의 요건을 대학원에 제출하는 학과는
   학과에서 제출한 요건을 기준으로 함.

【별표 3】등록금의 반환기준(제5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10. 학과별 연락처

▶서울캠퍼스
구분

학과명

학과사무실

문과대학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사  학
철  학

961-0223
961-0224
961-0227
961-0228

법과대학

법  학

961-0611

정경대학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언론정보학
경제학
무역학

961-0623
961-0492
961-9367
961-9383
961-0479
961-0426

경영대학

경영학
의료경영학
회계·세무학

961-0626
961-0494
961-0628

호텔관광대학

호텔경영학
관광학
컨벤션전시경영학
조리외식경영학
문화관광콘텐츠학

961-0867
961-0867
961-0867
961-0867
961-0867

이과대학

수  학
물리학
화  학
생물학
지리학
*정보디스플레이학
*소셜네트워크과학

961-0255
961-0230
961-0237
961-0244
961-0251
961-0607
961-0490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
주거환경학
의상학
식품영양학

961-0550~0551

의과대학

의학
기초의과학
신경과학
*생체의과학
*동서의학과

961-0274,0301
961-0617
961-2216
961-0290
961-9316,0323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
(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별표 4】일반대학원에 설치하는 계약학과
과정
석사과정

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전공
소프트웨어융합전공

학위종별
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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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캠퍼스

│ 148 │ KYUNG HEE UNIVERSITY

한의과대학

학과명
임상한의학
기초한의과학
한의학과
*한의철학
*한의역사학
*한의생명과학
*암예방소재개발학
*한방응용의학
*경락의과학
*한방인체정보의학
글로벌보건한의정책학

학과사무실

구분

학과명

학과사무실

영미어문화학과

031-201-2204

유럽어문학과

031-201-2212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031-201-2238

동양어문학과

031-201-2219

국제학과

031-201-2280

물리학과

031-201-2481

화학과

031-201-2825

우주과학과

031-201-3561

우주탐사학과

031-201-3561

961-0341

한방재료가공학과

031-201-2610

961-2325

원예생명공학과

031-201-3860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031-201-2651

생명공학원

031-201-2613

외국어대학

961-0328

국제대학

응용과학대학
961-0329

치과대학

치의학
*구강악안면재생학

약학대학

기초약학
한약학

961-0355

간호과학대학

간호학

961-0305,0308

식품공학과

031-201-2623

음악대학

음악학

961-0572

환경응용과학과

031-201-2485

961-0636

기계공학과

031-201-2870

화학공학과

031-201-2973

정보전자신소재학과

031-201-3739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031-201-2967

건축공학과

031-201-2864

원자력공학과

031-201-3353

산업경영공학과

031-201-3663

전자·전파공학과

031-201-2490

컴퓨터공학과

031-201-2921

생체의공학과

031-201-2759

체육학과

031-201-3744

환경조경학과

031-201-2680

도예학과

031-201-2637

산업디자인학과

031-201-3691

조형디자인학과

031-201-3489

포스트모던음악학과

031-201-3393

응용예술학과

031-201-3393

연극영화과

031-201-2054

디지털콘텐츠학과

031-201-3394

시각정보디자인학과

031-201-3489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과

031-201-3491

건축학과

031-201-2536

미술대학
무용학부

미술학
무용학
공연예술학

생명과학대학

961-0539
공과대학

교육학과

교육학

961-0210

나노의약생명과학

나노의약생명과학

961-0367

KHU-KIST 융합과학기술학과

KHU-KIST 융합과학기술학과

961-9567

주) *표기학과는 학과간협동과정학과임
전자정보대학
체육대학

예술디자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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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록

FAQ

8. 수료기준은?
(학칙 제23조)
가. 등록기준 : 석, 박사과정 수업연한이상 등록
나. 수료최소학점 : 석사24학점, 전문간호사석사과정 33학점이상취득자, 박사36학점이상, 석박통합과정   
    수료학점 : 60학점이상, 석박통합과정생의 석사학위 취득 : 30학점이상
    (단, 수료인정 학점에 논문지도학점 및 선수학점은 불포함) 해당자는 추가선수학점 이수 필요.
다. 학위취득평점 : 전과목평균 B-(2.7)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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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3조)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사 및 석사연계과정, 석사 및 박사통합과정, 학연산협동과정,
학과간협동과정 6개과정

2. 재입학 또는 편입학 제도는?
(학칙 제14조) 당해학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외한 범위내에서 가능함

3. 전과는 가능한가?
(학칙 제14조 2항) 전과는 학과 또는 전공의 통폐합이 있을 경우 가능함. 이외의 경우는 전과를
불허함
  

라. 석박통합과정에서 2년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수료학점을 취득했을 경우 석사학위 수료를 인정하고,
4년이상 등록하고 박사학위 수료학점을 취득했을 경우 박사학위 수료를 인정함.

9. 학기당 최대취득 가능 학점은? 하위과정 추가이수학점의 포함여부는?
(학칙 제24조)
가. 석사과정 : 9학점
나. 예약입학자 : 12학점
다. 전문간호사과정, 식품영양학과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 12학점
라. 박사과정 : 12학점
마. 석박사통합과정 : 12학점
바.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의 학생은 상기취득학점의 제한을 받지 않음.
단, 논문지도학점 및 하위과정 추가이수학점은 상기 학점에 불포함

4. 휴학기간은?
(학칙 제16조 2항)
휴학기간단위 : 1개학기 또는 2개학기
석, 박사학위과정 : 총 4개학기 이내, 통합과정 : 총 6개학기 이내
   단, 군입대휴학, 출산휴학, 해외파견 등은 정규휴학기간에 불포함
  

10. 하위 학위과정이 대학원 전공과정과 상이한 전공입학자의 보충과목이수는?
(학칙 제25조)
가. 정규수료학점이외에 추가로 석사 9학점이상, 박사12학점이상을 하위과정에서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나. 특수대학원 졸업생이 박사과정 또는 석박통합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12학점이상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5. 복학기간은?
(학칙 제17조) 휴학기간이 만료시 복학하되 복학신청기간은 대학원장이 지정함
  

11. 학
 부과정학생 중 학사학위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외에 석사과정학점을
추가취득한 자가 대학원입학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범위는?

6. 제적의 경우는?
(학칙 제19조)
가. 휴학기간만료후 미복학자
나. 등록금 및 기타납입금을 소정기일내 납부하지 않은 자
다. 징계에 의거 제적의결된 자

7. 수업년한은?
(학칙 제20조)
가. 석사2년
    가-1 전문간호사교육과정 : 2년 6월
       가-2 외국대학복수학위과정 : 2년 6월
나. 박사2년
다. 석박통합과정 4년
라. 조기전형입학자(예약입학 및 학석사연계과정생) : 6개월이내, 석박통합과정입학자 : 1년이내   
    단축가능

(학칙 제26조) 본교 학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사학위과정의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추가로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B 학점 이상 취득했을 경우 6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함

12. 석
 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학생이 학사학위과정 학점을 이수했을 경우
대학원 학점인정은?
(학칙 제26조) 석사학위과정학점 또는 석박사통합과정학점의 6학점까지 인정(단, 수강전 대학원학
과장 및 대학원장 허가필요)

13.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학칙 제27조)
석사, 박사과정 : 수료학점의 1/2 이내인정
석박사통합과정 : 18학점이내 인정
외국대학원의 복수학위과정 : 외국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1/2범위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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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대학원과정의 종류는?

14. 학업평가기준은?
(학칙 제28조)
학점등급 : 4.3기준(A+. A, A-, B+, B, B-, C+,C. C-등으로 구분함)
학점인정기준 : 출석 : 2/3이상, 학점 : C- (67~69점, 평점 1.7)이상

22. 본 대학원 입학전 국내외 타대학원의 동등학위과정에서 본대학원 소속학과 교과목에 포함
되는 과목을 이수한 학점의 본 대학원 인정범위는?
(세칙 제11조 1항) 석사 6학점, 박사 9학점이내 인정가능

23. 수업년한이후의 등록의무는?
(학칙 제29조) 전과목 평균 성적 B- (77~79점, 평점 2.7)이상으로 함

16. 통합과정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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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23조, 제35조) 석사수료 30학점 및 석사졸업요건 구비시 석사학위 취득, 단 석사과정으로
수료를 원하는 경우 3기 재학시 전환신청하여야 함

17. 논문지도교수 선정시기는?
(내규 69조 2항) 2학기 이내 학과장이 논문지도교수를 배정하여 원장에게 승인요청함.
  

18. 대학원생의 의무는?
(학칙 제39조)
1. 학칙준수
2. 대학원장, 학과장, 지도교수 등의 지도을 받을 의무

19. 대학원 학과장 제도는?
(학칙 제52조) 학과 또는 전공당 1인의 학과장을 둘 수 있음.

20. 외국인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 시험은?
① [2011학년도 입학생(아래 항목 중 1가지 해당)]
   - TOPIK 4급 이상
   - 재학 기간 중, 국제교육원의 한국어 과정 48시간 이상 수료
   - 일반대학원에서 개설하는 한국어 수업 수강
② [2012~2015학년도 입학생]
   - TOPIK 4급 이상
   - 영어트랙 입학자는 입학 후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할 경우 졸업 가능
③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 TOPIK 5급 이상(예외없음)
   - 영어트랙 입학자는 입학 후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할 경우 졸업 가능

21. 교내 타대학원 과목이수 방법은?
(세칙 제8조)
지도교수 및 학과장, 대학원장의 승인후 전문대학원개설과목 이수 가능
일반대학원생과 전문대학원생은 상호학점교류가능하나 일반대학원생이 특수대학원 과목을 이수할
수 없음, 단 일반대학원 법학과 재학생은 양 대학원 학과장과 양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
이내에서 법무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세칙 제14조, 내규 58조)
가. 수업년한 이내 수료를 못한 경우
    [2011학년도 입학생까지]
      - 수강신청 시 1학점 당 해당학기 등록금의 10% 납부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 수강신청 시 3학점 이내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50%, 4학점 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100% 납부
나. 수업년한 내 수료하고 추가학점을 이수할 시는 본인 학위과정 등록금의 20%납부

24. 휴학종류 및 절차는?
(세칙 제16조, 내규 제 88조)
일반휴학 및 연장휴학 : 대학원에서 지정한 접수기간에 휴학원서 제출
군입대휴학 : 대학원에서 지정한 접수기간에 군입대휴학원서 제출  
군입대를 위하여 미리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원을 제출한 후 입영 14일전까지 영장첨부 군휴학으로 변경제출

25. 복학절차는?
(세칙 제17조) 휴학만료 다음 학기의 재학생 등록기간중 대학원에서 지정한 접수기간에 복학원서 제출

26. 재입학절차는?
(세칙 제19조, 내규 제42조)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내에서 허가 가능
신청기간 : 학기개시 30일 이전신청
단,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입학 후 취소 1개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허가함.

27. 논문지도학점은?
(세칙 제21조) 논문지도학점(공개발표) 2학점 취득 필수

28.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은?
(세칙 제22조)
박사과정 : 전공외국어시험 실시할 수 있음.

29. 전공외국어 시험의 방법은?
(내규 제75조)
가. 시행결정 :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대상자 : 박사학위 및 석박통합과정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다. 시험과목 및 방법 : 학과장이 결정
라. 결과보고 : 대학원장에게 보고  

30. 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은?
(세칙 제23조) 3과목이상의 전공 필기 및 구술시험 합격필수(본인이 취득한 과목에 한하여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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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료 및 학위취득 최저평균 평점은?

31. 논문제출자격시험 시기 및 절차는?
(세칙 제24조)
전공시험은 학기별로 실시하되 대학원장은 시험일 2주전까지 일정발표
전공시험 : 학과에 신청

32.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기준은?

38. 논문심사의 불합격자의 재심방법은?
(내규 제64조 3항)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39. 학위청구논문과 심사합격논문의 제출방법은?
(내규 제68조 1항) 심사용논문은 가 제본된 것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합격논문은 대학원장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제본된 것을 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함.

(세칙 제25조) 전공시험 과목당 100만점 과목별 80점이상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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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33조 및 세칙 제27조, 내규 62조)
1. 4학기이상 정규등록필 및 수료학점취득 또는 당해학기 수료학점 취득예정자
2. 논문지도학점 이수 및 학점평균 B-(2.7)이상자
3. 논문 제출자격시험 합격자
4. 공개발표 합격자
5. 졸업자격요건으로 학술지에 석, 박사과정별로 소정의 논문을 신청 또는 게재한 자

34. 청구논문제출서류 및 시기는?
(세칙 제28조)
매학기 4월 및 10월 대학원에서 지정한 청구논문접수시기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제출승인서(소정양식)
2. 논문제출추천서(소정양식, 박사과정에 한함)
3. 성적증명서
4. 이력서(박사과정에 한함)
5. 심사용논문(석사3부, 박사5부)
6. 심사료

35. 논문심사위원의 구성인원수는?
(내규 제65조) 지도교수포함 석사 3인이상, 박사 5인이상으로 구성함

36. 논문심사방법 및 합격기준은?
(세칙 제29조 및 내규 제63조, 64조)
심사방법 :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합격기준 : 석사 심사위원2/3이상, 박사 심사위원4/5이상 찬성으로 결정

37. 청구논문심사결과 제출서류는?
1. 심사결과보고서
2. 심사요지
3. 구술시험결과보고서(박사과정에 한함)
4. 논문게재실적 서류
5. 논문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내규 68조) 2009학년도 입학자 적용
가. 석사 : 한국학술진흥재단 국내1급 등재, 등재후보 또는 SCI(E)이상의 학술지에 게재신청 또는 게재
나. 박사 : 한국학술진흥 재단 등재, 등재후보 또는 SCI(E)이상의 학술지에 게재
다. 학술지 게재 논문은 단독 및 공동게재가 가능하며 2009-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
라. 게재일자는 본교 대학원 입학일 이후 게재(재학·휴학·수료상태 모두 가능)
마. 저자소속 :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원 대학원 단독 소속으로 발표된 논문만 인정
(타기관·병원 등 복수 소속 표기 불가, 학술지에 저자명 및 저자소속이 표기되어야 함)
바. 학위청구논문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신청 또는 게재증명서를 제출
(내규 제68조) 2010학년도 1학기 신입 및 편입생부터 적용
가. 석사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SCI(E)급이상에 게재신청 또는 게재하여야 함.
나. 박사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등재지 또는 SCI(E)급이상에 게재(예정)하여야함.
자연, 공학, 의학계열 : SCI(E)급이상에 게재(예정)하여야 함.
다. 학술지 게재 논문은 단독 및 공동게재가 가능하며 2010-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 단 국제캠퍼스 박사
과정은 공동게재 시 반드시 제1저자나 교신저자여야 함
라. 게재일자는 본교 대학원 입학일 이후 게재(재학·휴학·수료상태 모두 가능)
마. 저자소속 :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원 대학원 단독 소속으로 발표된 논문만 인정
(타기관·병원 등 복수 소속 표기 불가, 학술지에 저자명 및 저자소속이 표기되어야 함)
바. 학위청구논문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신청 또는 게재증명서를 제출

41. 학과장의 역할은?
(내규 제19조) 전공강의, 학생지도 등 학과의 제반업무를 담당함.

42. 장학금지급기준은?
(내규 제22조)
가. 학업성적우수자로 품행방정자
나. 수혜요건 자격자
다. 총장 또는 대학원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라. 재학생은 직전학기 평균평점 B학점 이상인자

43.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내규 제23조) 별표1과 같음 (p.145)

44. 장학생 선정 절차는?
(내규 제25조) 학과장, 학장의 추천>위원회심의>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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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학위청구논문제출시 졸업요건인 학술지게재 기준은?
33.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51. 교류대학원의 취득학점범위는?

(내규 제30조, 32조)
가. 서류심사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
나. 한국어능력(아래 항목 중 1가지 해당)
    - TOPIK 4급 이상 취득자(단, 언론정보학과는 5급 이상)
    - 외국대학 한국어학과 졸업자
    - 한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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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외국인 등록절차는?
(내규 제34조)
가. 본교 수학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이상 체류할 경우 90일이내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 등록을
필하여야 함.
나. 국내체류 중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해야 함.

52. 교류대학원의 수강신청절차는?
(내규 제45조)
논문지도교수와 협의 → 교류대학원 강좌선정 → 소정 수강신청서 작성 → 교류대학원 해당강좌 담당교수,
논문지도교수, 학과장승인 → 대학원장에게 제출 → 승인 → 수강

53. 연구등록의 정의는?
(세칙 제15조 및 내규 제46조) 학위과정 수료후 학위논문준비자가 학위취득시까지 대학원생의 신
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임.
  

54. 연구등록절차는?

47. 문제외국인 학생에 대한 조치는?
(내규 제35조)
가. 입학허가 후 또는 매학기 등록기간내 등록미필 또는 휴학자
나. 출결불량, 학업성적불량 등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 제적, 행불 또는 기타사유로 유학목적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자
라. 불법취업 등 출입국관리법,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
상기 각호해당자는 즉시 출입국관리소에 보고함

48. 외국학생의 보험가입여부는?
(내규 제36조)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은 질병, 상해 등의 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49. 편입학학생의 학점인정기준은?
(내규 제41조) 석사6학점, 박사12학점, 석박통합과정 21학점까지 인정가능
단,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음

50. 본 대학원과 학점교류하는 타 대학원은?
(내규 제43조)
1.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3.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4.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5.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6.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7.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8.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9. 국방대학교 일반대학원
10.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11.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12.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13. 동국대학교 대학원
14. 부산대학교 대학원

(내규 제44조) 한학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 총 취득가능 학점은 석사 및 박사과정은 수료학
점의 1/2이내, 통합과정은 18학점 이내로 함

15. 제주대학교 대학원
16. 한신대학교 대학원
17. 삼육대학교 대학원
18.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19. 광운대학교 대학원
20.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21. 서경대학교 대학원
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3. 상명대학교 대학원
24. 서울대학교 대학원
25. 과학기술연합대학교 대학원
26. 명지대학교 대학원
27. 본교 자매결연 외국대학 대학원
28.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대학원

(내규 제47조) 연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내 연구등록금(등록금의 10%)을 납부하여야
함. 단, 2000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논문지도비(등록금의 3.5%)
를 납부하여야 함.

55. 연구등록생은 신분은?
(내규 제48조)
가. 연구등록생은 대학원생의 신분을 유지함.
다. 연구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음.
   

56. 연구등록금 어느정도인가?
(내규 제49조) 연구등록금은 수료후 반드시 1회에 한하여 당해학기 등록금의 1/10을 납부하여햐 함.
가. 예약입학생 및 학석사연계과정생 : 3학기 이내 수료시 4학기에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함.
나. 석박통합과정학생 : 6학기내에 수료시 7학기에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함  

57. 연구등록생의 장학금 지급가능여부는?
(내규 제50조) 내규 제5장 준용,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음.

58.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는?
(내규 제51조) 당해학기 등록금 총액을 3회까지 분할 납부가능

59. 분할납부대상은?
(내규 제52조) 석사, 박사과정 : 제2기-제4기. 석박사통합과정 : 제2기-제8기 가능
단, 당해학기 신입학자, 편입학자, 재입학자, 장학금수혜자(조교장학 포함)는 분할납부 불가

60. 분할납부 학생의 신분사항은?
(내규 제54조)
가. 분할납부한 학생은 대학원생 신분을 유지함.
나. 분할납부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경우 등록금전액을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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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외국인학생의 입학전형절차는?

(내규 제55,56조) 입학금 및 등록금 반환 사유
가. 입학금 또는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
나. 법령에 의해 입학, 재입학, 편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다.
라.
마.
바.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으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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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입학금 및 등록금의 반환 기준은?
(내규 제55, 56조)
1.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반환
   가. 입학금 또는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
   나. 당해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을 말함)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입학금 미반환 경우?
   가.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3. 등록금 일부반환기준은?
   가.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반환
   나.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반환
   다.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반환
   라.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부터 : 등록금반환불가
  

63. 휴학자의 등록금반환기준은?
(내규 제57조) 휴학일을 기준으로
   가.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반환
   나.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반환
   다.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반환
   라.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부터 : 등록금반환불가

64. 공개발표의 시기와 절차는?
(세칙 제26조 및 내규 제59조)
발표의무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공개발표에 합격하여야 함.
참관 : 논문지도교수 포함 3인이상의 소속학과 교수참관해야 함
공개발표신청시기 : 소정양식작성 지도교수, 학과장 승인후 대학원제출
결과제출 : 공개발표후 소정기간내 P/F로 대학원장에게 제출
합격유효기간 : 공개발표학기포함 연속 5개학기동안 유효함

65. 공개발표합격기준은?
(내규 제60조) 학과별로 따로 정함
    

66. 공개발표 심사결과는 어디에 제출하나?
(내규 제61조) 학과장이 대학원장에게 제출함
  

67.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절차 및 시기는?
(내규 제69조, 제70조) 학과장이 해당 대학원생의 2학기 내에 논문지도교수 배정신청서를 대학원
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68. 논문지도교수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는?
(내규 제72조)
가. 지도교수 퇴직
나. 지도교수 1년 초과 해외여행
다. 지도교수 1년 초과 휴직
라.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69.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절차는?
(내규 제73조) 학과장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함.

70. 교육과정의 운영
(내규 제87조)
가. 학과는 교육과정에 의거 강좌를 개설하여야 함.
나. 신규교과목은 개강 3개월전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교육과정은 전공필수, 전공선택, 공통과목으로 함.
라. 개설강좌의 최소인원은 3인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마.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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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입학금 또는 등록금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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