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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원서접수
2017. 4. 3(월) 10:00~ 

7(금) 17:00까지

·http://www.uwayapply.com(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

·100% 인터넷 접수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수험표는 면접고사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출력·보관 후  

전형당일 지참

서류제출 
2017. 4. 3(월) 10:00~

10(월) 12:00까지

·제출처 : 지원학과 소속 캠퍼스 대학원 행정실 

※서울-서울캠퍼스 본관 312호 

※국제-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관 107호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방문 제출은 토요일, 일요일 제외

·우편접수 서류는 2017. 4. 10(월)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서류접수 및 

도착 확인

2017. 4. 4(화) 10:00~

10(월) 17:00까지

·http://www.uwayapply.com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

·서류도착 여부 및 누락서류 지원자가 직접 확인

전형일시 2017. 5. 13(토) 10:00 

·면접일정 상이 학과 : 아래 ※ 참조

·면접장소(해당학과) 공지 예정일 : 2017. 5. 11(목)

·공지 방법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수험표 지참

합격자 발표 2017. 6. 2(금) 15:00 예정 ·대학원 홈페이지 http://gskh.khu.ac.kr

합격자 등록
2017. 7. 3(월)~

7(금) 16:00까지

·등록금 고지서의 KEB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공지사항으로 추후 안내함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학 관련 모든 안내는 본 대학원 홈페이지(http://gskh.khu.ac.kr-커뮤니티-

공지사항)에 전체 공지됩니다.(지원자 개별 공지 없음 )

※ 면접일정 상이 학과(경영학과, 언론정보학과, 조리외식경영학과)는 해당 학과로 문의 

지원학과 소속 캠퍼스 문의처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 http://gskh.khu.ac.kr / admissions_s@khu.ac.kr / 02)961-0121~4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 http://gskh.khu.ac.kr / admissions_aic@khu.ac.kr / 031)201-3500~3

http://www.uwayapply.com
http://www.uwayapply.com
http://gskh.khu.ac.kr
http://gskh.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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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모집학과 및
과정

� 서울캠퍼스 일반과정

계열  학 과 전공 / 학문분야

학위과정

비고
석사 박사

석박

통합

인문

사회

국어국문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국어학, 한국어학 ○ ○ X

영어영문학 영문학, 영어학 ○ ○ X

사학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 ○ ○ ○

철학 동양철학, 서양철학 ○ ○ X BK21+

법학 ○ X X

정치학 ○ ○ X

행정학 ○ ○ ○

사회학 ○ ○ X

경제학 ○ ○ ○

무역학 무역경영, 국제경영, 국제경제 ○ ○ X

언론정보학 ○ ○ X

경영학

경영정보시스템, 빅데이터경영, 마케팅, 

생산운영, 인사조직, 재무금융, 연금금융

 일부 수업은 영어로 진행됨

○ ○ ○ BK21+

의료경영학 ○ ○ ○

회계·세무학 ○ ○ X

호텔경영학
일반, 영어트랙(지원 시 일반 또는 영어트랙 

선택) 영어트랙은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
○ ○ X

관광학
일반, 영어트랙(지원 시 일반 또는 영어트랙 

선택) 영어트랙은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
○ ○ X

컨벤션전시경영학
일반, 영어트랙(지원 시 일반 또는 영어트랙 

선택) 영어트랙은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
○ ○ X BK21+

조리외식경영학
일반, 영어트랙(지원 시 일반 또는 영어트랙 

선택) 영어트랙은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
○ ○ X

문화관광콘텐츠학 ○ X X

아동가족학 ○ ○ ○

주거환경학 ○ ○ ○

의상학 ○ ○ X

교육학
교수학습공학, 교육학, 교육행정,  

교육측정·평가, 상담심리학
○ ○ X

※ ○ : 모집함 / × : 모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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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캠퍼스 일반과정

계열  학 과 전공 / 학문분야

학위과정

비고
석사 박사

석박

통합

자연

과학

수학 ○ ○ ○

물리학 ○ ○ ○

화학 ○ ○ ○

생물학 ○ ○ ○

지리학 ○ ○ X

식품영양학 ○ ○ ○

기초약학 ○ ○ ○

한약학 생명한약학, 창약학 ○ ○ ○

간호학 간호학 X X X

나노의약생명과학
생명과학, 나노생명약제학, 유기화학, 뇌과학, 

약학, 한약학, 의약약학
○ ○ ○ BK21+

예

·

체능

음악학 성악 ○ X X

미술학 한국화, 회화, 조소, 미술평론·경영 ○ X X

무용학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이론 ○ X X

공연예술학 무용학, 예술경영학 X ○ X

의학

의학

가정의학, 내과학, 미생물학, 방사선종양학, 

병리학, 분자생물학, 비뇨기과학, 산부인과학, 

생리학, 생화학, 성형외과학, 신경외과학, 

안과학, 약리학, 예방의학, 외과학, 이비인후과

학, 재활의학, 정형외과학, 피부과학, 흉부외과

학, 응급의학, 신경과학, 진단검사과학, 마취통

증의학, 소아청소년과학, 영상의학과, 의공학, 

의동물학, 의학교육학, 임상약리학, 정신건강

의학, 해부학신경생물학, 핵의학과, 직업환경

의학

○ ○ ○

기초의과학 기초의과학, 의학 ○ ○ ○ MRC

신경과학 ○ ○ ○

치의학 치의학, 이학, 공학 ○ ○ ○

기초한의과학
한의학

생리학, 병리학, 예방의학, 원전학, 경

혈학, 본초학, 해부학, 의사학, 약리학, 

처방제형학,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융

합한의과학

○ ○ X BK21+

전일제

이학, 의과학 ○ ○ ○

임상한의학

간계내과학, 심계내과학, 소화기학(비계내과

학), 폐계내과학, 신계내과학, 부인과학, 소아과

학, 안이비인후피부과학, 진단·생기능의학, 신

경정신과학, 침구의학, 재활의학, 사상체질의

학, 임상종양학, 한의약임상연구학

○ ○ X

글로벌보건한의정책학 한의학, 보건학 ○ ○ X

한의학

생리학, 병리학, 예방의학, 원전학, 경혈학, 본

초학, 해부학, 의사학, 약리학, 처방제형학, 생

화학 및 분자생물학

○ ○ X

※ ○ : 모집함 / × : 모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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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캠퍼스 학과간 협동과정

구분 학 과 전공 / 학문분야

학위과정

비고
석사 박사

석박

통합

학과간 

협동

과정

정보디스플레이학 영어트랙(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 ○ ○ ○ BK21+

소셜네트워크과학 ○ ○ X

동서의학 한의학, 의학 ○ ○ X

생체의과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간호학, 이학 ○ ○ X

한의철학 한의학, 철학 ○ ○ X

한의역사학 한의학, 사학 ○ ○ X

한의생명과학 한의학, 이학 ○ ○ X

한방응용의학 한의학, 의학, 이학, 보건과학 ○ ○ X

한방인체정보의학 한의학, 공학 ○ ○ X

경락의과학 한의학, 의학, 이학 ○ ○ X

암예방소재개발학 한의학, 이학 ○ ○ X

구강악안면재생학

구강생물학(이학), 구강생물학(공학),

구강생물학(치의학), 생화학/분자생물학, 

구강미생물학(이학), 구강미생물학(치의학), 

악안면조직재생학(이학), 

악안면조직재생학(치의학),

악안면생체공학(공학),

악안면생체공학(치의학), 

예방/사회치과학

○ ○ X

KHU-KIST 

융합과학기술학

이학, 공학, 약학(이학), 약학(약학), 의학(이학), 

의학(의학), 한의학(이학),  치의학(이학), 

치의학(치의학) 

X X X

※ ○ : 모집함 / × : 모집하지 않음

BK21+, MRC, ITRC, ERC, ICT 안내

·BK21+ : Brain Korea 21 Plus

·MRC : Medical Research Center

·ITRC :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

·ERC : Engineering Research Center

·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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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캠퍼스

계열 학 과 전공 / 학문분야

학위과정

비고
석사 박사

석박

통합

인문

사회

동양어문학 일본어문학, 중국어문학 ○ ○ ○

유럽어문학 프랑스어문학, 스페인어문학, 러시아어문학 ○ ○ X

국제한국언어문화학 ○ ○ X

영미어문화학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 ○ ○ X

국제학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 ○ ○ X

자연

과학

물리학 ○ ○ ○ BK21+

화학 ○ ○ ○

우주과학 ○ ○ ○

우주탐사학 ○ ○ ○ BK21+

한방재료가공학 ○ ○ ○ 　

원예생명공학 ○ ○ ○ 　

식물·환경신소재공학 ○ ○ ○ 　

환경조경학 ○ ○ ○

생명공학원
유전공학, 식품생명, 한방신소재, 

식물신소재, 식물생명공학
○ ○ ○ BK21+

식품공학 ○ ○ ○ 　

환경응용과학 환경학(이학), 환경공학(공학) ○ ○ ○ BK21+

공학

기계공학 ○ ○ ○ BK21+

화학공학 ○ ○ ○ ERC

정보전자신소재공학 ○ ○ ○ BK21+

사회기반시스템공학 ○ ○ ○

건축공학 ○ ○ ○

원자력공학 ○ ○ ○

산업경영공학 ○ ○ ○ 　

전자·전파공학 ○ ○ ○
ITRC,

BK21+

컴퓨터공학 ○ ○ ○
ITRC,

BK21+

생체의공학 ○ ○ ○

소프트웨어융합학 X X X

계약 

학과

Grand 

ICT

※ ○ : 모집함 / × : 모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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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캠퍼스

계열 학 과 전공 / 학문분야

학위과정

비고
석사 박사

석박

통합

예 ·
체능

체육학 ○ ○ X

도예학 ○ X X

포스트모던음악학 ○ X X

응용예술학 X ○ X

연극영화학 ○ X X

디지털콘텐츠학 ○ ○ X

산업디자인학 ○ X X

시각정보디자인학 ○ X X

조형디자인학 X ○ X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 ○ ○ X

건축학 ○ ○ ○

※ ○ : 모집함 / × : 모집하지 않음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자격(아래 두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석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 지원자는 학사학위 취득(2017.8.31까

지 취득예정)자, 박사과정 지원자는 석사학위 취득(2017. 8. 31까지 취득예정)자

2)   부·모, 본인 중 한명이라도 외국인이 아닐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대학(16년)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석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 지원자는 학사학위 취득(2017. 8. 31까지 취득예정)자, 박사과

정 지원자는 석사학위 취득(2017. 8. 31까지 취득예정)자 

※ 단, 학위취득예정자는 입학 전까지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학 취소   

한국어능력 또는 영어능력(전과정(석사, 박사, 석박통합)에 해당)

※모든 어학시험 성적은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일 경우에만 인정함

※서울캠퍼스에 한하여 입학 후 논문심사 전까지 TOPIK 5급 이상 취득하여야 졸업요건 충족 됨

1)   한국어능력 TOPIK 4급 이상 취득자 

(단 TOPIK 4급 미만의 경우 지원학과에 따라 별도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2) 외국대학 한국어학과 졸업자

3) 한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

4)   영어트랙 해당학과 지원자 : 아래 영어성적 보유자 

TOEFL(PBT 550, CBT 210, iBT 80), IELTS 6.0, TEPS 550 이상의 성적

5)   서울캠퍼스 언론정보학과 : 위 1)~3)항에 관계없이 한국어능력 TOPIK 5급 이상자 

(단, 입학 후 6개월 이내에 TOPIK 6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공인자격을 취득하거나, 학과교수 2/3에게 한

국어 수학능력을 인정받아야 함)

6) 서울캠퍼스 호텔경영학과(일반트랙) : 위 1)항에 관계없이 한국어능력 TOPIK 5급 이상자     

7)   서울캠퍼스 물리학과 : 위 1)~3)항의 한국어 자격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4)항 영어트랙 해당학과 지원자와 동

일한 영어성적 보유자로 입학 후 1년 이내 TOPIK 4급 이상 취득해야 하며, 논문심사 전까지 TOPIK 5급 이상 

취득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8)   서울캠퍼스 화학과 : 위 1)~3)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본교 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교육과정을 

이수할 조건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단, 입학 후 논문제출 자격시험 응시 전까지 본교 국제교육원에서 한

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증명서를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해야 함.)

동서의학과 지원 자격(명시되지 않은 학과는 상기 조항 충족 시 지원 가능)

학과 유의사항 문의처

동서의학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취득(예정)자 02)961-9316

03.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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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위과정별 약간 명(※모든 모집과정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전형 방법 

구분 전형 방법 비고

공통(전 학과) 서류 심사

일부 학과 면접

예·체능 계열 일부 학과 실기

※ 면접고사는 대면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국외체류자 등)는 전화, e-mail, 화상면접 등을 시행할 수 있음

※ 면접(실기)고사 일정은 개별적으로 공지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면접 일시 및 장소를 확인해야 함 

※ 면접(실기)고사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면접(실기)고사 장소 : 각 학과별 지정 장소

※ 학과별 면접(실기)고사 장소 및 시간은 2017. 5. 11(목) 본 대학원 홈페이지(http://gskh.khu.ac.kr)에 공지 예정

※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수험표 지참

학과별 전형방법 및 문의처

� 서울캠퍼스

계열 학 과 전형 방법 문의처

인문

사회

국어국문학 서류 심사 및 면접 02)961-0223

영어영문학 서류 심사 및 면접 02)961-0224

사학 서류 심사 및 면접 02)961-0227

철학 서류 심사 및 면접 02)961-0228

법학 서류 심사 02)961-0611

정치학 서류 심사 및 면접 02)961-0623

행정학   서류 심사 및 면접 02)961-0492

사회학 서류 심사 02)961-9367

경제학 서류 심사 02)961-0479

무역학   서류 심사 및 면접 02)961-0426

언론정보학   서류 심사 및 면접 (면접일정 상이) 02)961-9383

경영학   서류 심사 및 면접 (면접일정 상이) 02)961-0626

의료경영학 서류 심사 02)961-0494

회계·세무학 서류 심사 02)961-0628

호텔경영학   서류 심사 및 면접 02)961-0867

관광학   서류 심사 및 면접 02)961-0867

컨벤션전시경영학   서류 심사 및 면접 02)961-0867

조리외식경영학   서류 심사 및 면접 (면접일정 상이) 02)961-0867

문화관광콘텐츠학 서류 심사 02)961-0823

아동가족학 서류 심사 02)961-0551

주거환경학 서류 심사 02)961-0551

의상학 서류 심사 02)961-0551

교육학 서류 심사 02)961-0210

04.
모집 인원

05.
전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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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과학

수학 서류 심사 02)961-0255

물리학 서류 심사 02)961-0230

화학 서류 심사 02)961-0237

생물학 서류 심사 02)961-0244

지리학 서류 심사 02)961-0251

식품영양학 서류 심사 02)961-0551

기초약학 서류 심사 02)961-0355

한약학 서류 심사 02)961-0355

나노의약생명과학 서류 심사 02)961-0367

예

·

체능

음악학과

(성악)

·서류심사 및 면접(전공 관련 전문지식 및 음악사 영

어 구술 포함)

·실기시험

아래의 내용 전체를 포함한 20분 내외의 프로그램 작성 연주

-한국어를 제외한 언어로 작곡된 연가곡 중 3-4곡 연주

(전곡 or 발췌 가능)

-오페라 아리아 (한국어 제외, 원어 원조로 불러야함)

-19c 후반 ~ 20c 중반 사이의 외국가곡 1곡 반드시 포함 

02)961-0572

미술학

(한국화, 회화, 조소)

·서류 심사 및 면접(포트폴리오 제출)

  ※포트폴리오는 면접 당일 학과에 제출(반환 불가)

·포트폴리오 제출양식 및 작성방법

02)961-0636

미술학

(미술평론·경영)

·서류 심사 및 면접(토론식 심층평가 포함) 

-전공에 관련한 토론식 심층평가
02)961-0636

무용학

·서류 심사, 포트폴리오(전공관련 실적물), 면접

·실기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전공작품 실기 (2분/자유의상) 

※포트폴리오는 면접 당일 학과에 제출(반환 불가)

02)961-0539

공연예술학
 ·서류 심사, 포트폴리오(전공관련 실적물), 면접 

    ※포트폴리오는 면접 당일 학과에 제출(반환 불가)
02)961-0539

의학
의학   서류 심사 02)961-0274

기초의과학   서류 심사 02)961-0617

  수험번호       이름

세로 25

X

가로 20

제목/제작년도
/

재료/Size(cm)

제목/제작년도
/

재료/Size(cm)

제목/제작년도
/

재료/Size(cm)

제목/제작년도
/

재료/Size(cm)

제목/제작년도
/

재료/Size(cm)

세로 25

X

가로 20

제목/제작년도

/
재료/Size(cm)

제목/제작년도

/
재료/Size(cm)

제목/제작년도
/

재료/Size(cm)

제목/제작년도
/

재료/Size(cm)

제목/제작년도

/
재료/Size(cm)

� 서울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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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신경과학   서류 심사 02)961-2216

치의학   서류 심사 02)961-0341

기초한의과학   서류 심사 02)961-0328

임상한의학   서류 심사 02)961-0328

글로벌보건한의정책학   서류 심사 02)961-0328

한의학   서류 심사 02)961-0328

학과간 

협동

과정

정보디스플레이학   서류 심사 02)961-0688

소셜네트워크과학   서류 심사 02)961-0490

구강악안면재생학   서류 심사 및 면접 02)961-0341

동서의학   서류 심사 및 면접 02)961-9316

생체의과학   서류 심사 02)961-0290

한의철학   서류 심사 02)961-0328

한의역사학   서류 심사 02)961-0328

한의생명과학   서류 심사 02)961-0328

한방응용의학   서류 심사 02)961-0328

한방인체정보의학   서류 심사 02)961-0328

경락의과학   서류 심사 02)961-0328

암예방소재개발학   서류 심사 02)961-0328

� 국제캠퍼스

계열 학 과 전형 방법 문의처

인문

사회

동양어문학 면접 031)201-2219

유럽어문학 면접 031)201-2212

국제한국언어문화학 면접 031)201-2238

영미어문화학 면접 031)201-2204

국제학 면접 031)201-2282

자연

과학

물리학 면접 031)201-3883

화학 면접 031)201-2825

우주과학 면접 031)201-2479

우주탐사학 면접 031)201-2479

한방재료가공학 면접 031)201-2609

원예생명공학 면접 031)201-2169

식물·환경신소재공학 면접 031)201-5632

환경조경학 면접 031)201-2630

생명공학원 면접 031)201-2613

식품공학 면접 031)201-2628

환경응용과학 면접 031)201-3686

공학

기계공학 면접 031)201-2893

화학공학 면접 031)201-5430

정보전자신소재공학 면접 031)201-2513

� 서울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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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 면접 031)201-3897

건축공학 면접 031)201-5420

원자력공학 면접 031)201-2782

산업경영공학 면접 031)201-2552

전자·전파공학 면접 031)201-2525

컴퓨터공학 면접 031)201-2987

생체의공학 면접 031)201-2759

예

·

체능

체육학 면접 031)201-3744

도예학 면접 031)201-2637

포스트모던음악학 면접, 실기(각 학과로 문의) 031)201-3393

응용예술학 면접, 실기(각 학과로 문의) 031)201-3393

연극영화학 면접 031)201-2054

디지털콘텐츠학 면접 031)201-3394

산업디자인학 면접 031)201-3691

시각정보디자인학 면접 031)201-3489

조형디자인학 면접 031)201-3489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 면접 031)201-3491

건축학 면접 031)201-3651

� 국제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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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제출서류

※   입학원서 인터넷 접수 마감일은 2017. 4. 7(금) 17:00까지 입니다.  원서접수 마감일 17:00까지 전형료 결제

가 이루어져야 접수가 인정됩니다.

※ 입학원서를 포함하여 서류는 2017. 4. 10(월) 12: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 불가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2017. 1. 2(화) 이후 발급된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 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한 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 ‘O’표시 항목은 모든 지원자 제출, ‘△’표시 항목은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석사 박사
석박

통합
비고

입학원서 ○ ○ ○ ·인터넷 접수 완료 후 출력하여 제출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학위등록번호 기재(미 기재 시 ‘학위증명서’ 추가제출)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하여 제출(국내대학 졸업자 제외)

* 중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1.중국 교육부 학력

인증보고서(www.chsi.com.cn) 또는 학위인증보고

서(www.cdgdc.edu.cn)(원본, 영문으로 발급받을 

것)/2.졸업증서/3.학위증서를 각 1부씩 제출(중국어로 

되어있는 경우, 한글 또는 영문 공증필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에 영사확인을 받아 제

출, 중국국적인 경우 졸업예정증명서(중국어로 되어 있

는 경우, 한글 또는 영문 공증필요) 및 졸업예정서에 

대한 중국 교육부(www. cdgdc.edu.cn)의 인증서(영문 

원본) 제출

·한국어, 영어 외의 언어로 된 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문 

공증본 제출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X ○ X

대학교 성적증명서 ○ ○ ○

·최종 평점(GPA) 및 백분율 기재

·GPA가 4.0/4.3/4.5/5.0 Scale인 경우 백분율 변환은 

첨부1(p. 23) 참조

·성적이 위 Scale이 아니거나, GPA 만점이 나와있지 않

거나, 성적표에 백분율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학교로

부터 성적 백분율이 나와 있는 공식 letter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 

·학교의 공식 letter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WES 웹사이

트(http://www.wes.org/students/igpacalc.asp)의 성

적변환결과를 프린트하여 함께 제출

·편입생은 편입 전(前)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졸업예정자는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제출

·해외대학 졸업자는 ‘영어’로 된 성적표 원본을 제출

·한국어, 영어 외의 언어로 된 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문 

공증본 제출  

대학원 성적증명서 X ○ X

학력과 언어능력 증빙서류 ○ ○ ○
·p. 7 어학능력 내용(TOPIK, TOEFL, IELTS, TEPS 등) 

  *성적 유효 기간 이내의 증명서만 인정

자기소개서 ○ ○ ○ ·<붙임 1> 참조 

학업계획서 ○ ○ ○ ·<붙임 2> 참조 

출신대학 교수 추천서 ○ ○ ○ ·<붙임 3> 참조  서명 누락 시 무효

http://www.wes.org/students/igpacalc.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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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추천 및

논문게재서약서(국제캠퍼스)
○ ○ ○

·국제캠퍼스 해당 : 지도예정교수 추천 요청 

<붙임4> 참조  서명 누락 시 무효

총장장학신청서(서울캠퍼스) △ △ △
·서울캠퍼스 해당 : 총장장학 신청자 

<붙임5> 참조 

논문게재서약서(서울캠퍼스) △ △ △
·서울캠퍼스 해당 : 총장장학 신청자 

<붙임6> 참조 서명 누락 시 무효

재직.경력증명서, 봉사확인서 △ △ △ ·한국어, 영어 외의 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 공증본 제출

상장 및 연구실적 △ △ △ ·한국어, 영어 외의 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 공증본 제출

연구윤리서약서 O O O ·<붙임7> 참조 서명 누락 시 무효

여권사본 및 외국인 등록증 O O O ·국외 체류자는 외국인 등록증 생략

본인과 부·모의 국적 및

직계가족관계증명서
O O O

·중국국적지원자 제외 

* 부모님이 사망(이혼)한 경우, 사망(이혼)증명서 제출   

     필수 

학력조회동의서 O O O ·<붙임8> 참조 서명 누락 시 무효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예금

잔고 증명서 원본

 (US $20,000 이상)

O O O
·국외 은행에서 발급하는 예금 잔고 증명서 제출자는 

2017. 9. 30까지 출금을 동결해야 함

기타 대학원장이 요청하는 서류 △ △ △
·재외동포재단 및 각 국가 혹은 기관 장학생은 장학생   

증명서류 제출요망

추가제출서류 (중국국적 지원자)

본인 및 직계가족신분증 사본

(本人与直系亲属身份证复印件)
O O O ·모든 중국국적 지원자 제출

본인 및 가족의 호구부 

(本人与直系亲属户口簿)
O O O

·공증 받아 제출(영문공증)

·모든 중국국적 지원자 제출

·부모님이 사망(이혼)한 경우, 사망(이혼)증명서 제출 필수 

본인 및 직계가족관계증명서

(本人与直系亲属关系证明书)
△ △ △

·공증 받아 제출(영문공증)

·호구부에 가족이 분리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제출

추가 제출서류 (재외국민 지원자)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및 초중고교 졸업증명 

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O O O
·부·모 또는 지원자 본인 중 한명이라도 외국인이 아닌 

지원자

※   붙임 양식은 대학원 홈페이지(http://gskh.khu.ac.kr) 또는 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작성 후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E-mail 관련 안내사항 : 입학원서 작성 시 E-mail 주소란에 qq.com E-mail은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E-mail을 이용한 각종 공지시 반송됨)

http://gskh.khu.ac.kr/admissions
http://www.uwayapp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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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인터넷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17. 4. 3(월) 10:00 ~ 7(금) 17:00까지

  ※원서접수 마감일 17:00까지 전형료 결제가 이루어져야 접수 인정

·http://www.uwayapply.com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 접속/로그인하여

  ‘경희대학교’ 검색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외국인)’ 선택

  ※인터넷 원서접수 장애 발생 시 문의처 : 유웨이어플라이 ☎1588-8988

·전형료 : 전과정 120,000원 / 대행업체 수수료 7,000원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을 업로드 해야 하므로 본인의 사진 파일 미리 준비

·출신 대학교(원), 출신 학과 등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입력

  (성적 반올림 금지)

입학원서 출력 ·인터넷 원서 접수 완료 후 ‘입학원서’ 출력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 함께 제출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를 최종 확인한 후 지원학과 소속 캠퍼스 대학원 행정

  실로 기한 내 제출

·서류제출 마감일 2017. 4. 10(월) 12: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제출 

  (우편제출은 4. 10(월)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방문제출은 토/일요일 제외)

서류접수 및 도착 확인
·http://www.uwayapply.com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에서 조회 

·서류도착 여부 및 누락서류 지원자 직접 확인

면접(실기)고사

·2017. 5. 13(토) 학과별 면접(실기) 참석 

·수험표, 신분증(여권,외국인등록증) 지참

·면접일정 상이 학과 면접일정 해당학과로 확인

  (경영학과, 언론정보학과, 조리외식경영학과)

합격자 발표 확인 ·http://gskh.khu.ac.kr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등록금 납부 ·등록금 고지서의 KEB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등록금 납부

입학원서, 제출서류 제출처 및 제출방법

제출처 : 지원학과 소속 캠퍼스 대학원 행정실

서울캠퍼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본관 312호 일반대학원 행정실 (우)02447  

국제캠퍼스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관 107호 일반대학원 행정실 (우)17104

제출기간 : 2017. 4. 3(월) 10:00 ~ 4. 10(월) 12:00 ※마감일 이후 제출·접수 불가

제출방법 : 직접 방문(직접 방문은 12:00 이전까지) 또는 우편(2017. 4. 10(월)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제출

07.
지원자 
유의사항

http://www.uwayapply.com
http://gskh.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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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wayapply 영문페이지 접속 방법

  가. http://www.uwayapply.com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 접속

  나. 메인 화면 ‘회원가입’ 메뉴 클릭

  다. 우측 상단 언어 선택

  라. General Application ‘join’ 클릭하여 회원가입

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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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유의사항

가.   지원서 접수 시 복수지원(2개 이상의 학과에 지원) 및 본교 대학원(서울/국제 캠퍼스) 이중 지원은 허용하지 

않음(양 캠퍼스 이중지원 시 양 캠퍼스 입학 모두 취소)

나. 모든 서류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착오 및 서류 미제출 등은 지원자 과실임

다. 원서접수 마감 후 캠퍼스, 지원과정, 지원학과(전공)는 수정이 불가함

라.   원서접수 시 모든 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함 

-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시하여 원본대조를 받아야 함 

- 모든 증명서류는 2017. 01. 02. 이후 발급 되어야 함 

마. 접수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사. 제출서류 심사 중 결격사유가 확인 될 경우 전형에서 제외함

아.   외국에서 16년 교육과정 이수자 자격으로 지원하여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서

는 전체 출입국 사실이 기록되어야 하며, 허위기재 또는 이중 여권으로 출입국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자.   졸업예정자로서 지원하여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2017. 08. 25.(금)까지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제

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이 취소 될 수 있음

차.   대학원내규 제36조에 의거하여 합격자는 반드시 입학 후 졸업 시 까지 질병ㆍ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야 하며, 등록금 납부 시 기타회비에 보험료가 포함됨(미가입시 장학금 및 각종 프로그램 지원 불가)

카.   대학원내규 제37조에 의거하여 합격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등록금 납부 시 기타회비에 건강

검진비가 포함됨(단 결핵검진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 필수)

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하며, 재학 중에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휴학 불가함

파. 기숙사신청 안내는 2017년 7월 중 대학원 홈페이지(http://gskh.khu.ac.kr/)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2017년 8월 말 예정) 의무교육으로서 필수 참석해야 함

       

[이공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 신입생 실험실 안전환경 의무교육 이수 안내]

1.   이공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 및 기타 실험·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원생은 우리대학 실험실 안전관

리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학기 중에 실험실 안전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가) 대상 : 이공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 및 기타 실험·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원생(서울, 국제) 

나) 교육 이수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 (온라인교육, 집체교육)  

다) 교육 과목 

     1) 온라인 안전교육: 12과목 (1학기 : 공통 6과목 / 2학기 : 선택 6과목) 

     2) 집체교육 : 1회 이상 (안전환경관리자가 집체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이수증 발급 

     1)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 후에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60점 이상은 교육 이수증 발급 

     2) 발급받은 이수증은 2부를 출력하여 1부는 출입 실험실에 게시 및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소속 행정실    

           로 제출하여야 함

2.   실험실 안전환경교육 미 이수자 조치사항 

가) 장학금의 미배정 및 불이익 

나) 지도교수의 개별 면담 

다)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불이익

※   기타 실험실 안전환경 의무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본교 사무처 관리팀(서울: 02-961-0040~2 / 국제:031-

201-3120~7)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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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장학금 안내

장학지급요건

가. 수혜자격 : 직전학기 B학점(3.0/4.3) 이상

나. 각종 장학금(조교장학 포함) 지급 시 입학금 제외

다. 교비로 지급하는 장학의 경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라. 보험 미가입시 장학 선발에서 제외 (보험료는 매 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통해 납부)


신입생 장학

신입생 신청 가능 장학 신청기간 비고

교내장학(총장장학) 신입생 모집 지원 시 신청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국제캠퍼스 : 해당학과 문의)

교외장학 개인 신청 또는 추후 공지 예정

� 총장장학(외국인 신입생 장학) 

구분 세부내용 비고

심사기준 

및 

선발방법 

·   최종학력 성적, 학업능력, 연구능력, 한국어능력, 영어능력, 자기소개서, 학

업계획서, 경력, 봉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국제캠퍼스의 경우 지원학과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있음

장학금 지급
·   금액 :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또는 일부 

※첫학기에 수혜 받더라도 매학기 장학위원회 심사에서 탈락시 해당 학기 장학 수혜불가  

제출 서류
·   (서울캠퍼스) 총장장학신청서, 논문게재서약서 

·   (국제캠퍼스) 입학추천 및 논문게재서약서

별도양식

<붙임4,5,6>

장학금

계속지급

요건

·   직전학기 평균평점 B학점(3.0/4.3)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해당학과의 학과장, 지도교수의 지도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제반 학칙 및 규정을 준수하며 학업에 열중하고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

·   본 장학생은 질병(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을 제출할 경우에 한해 인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학 수혜기간 동안 휴학할 수 없음   

·   본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학과 내 연구조교 등을 병행할 수 없음 

·   본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논문심사 전까지 졸업요건 외 논문 한 편을  

신청 또는 게재하여야 함 <붙임6>논문게재 서약서, p.25 Q&A참조

·   첫학기 지급 후 장학금 계속 지급여부는 대학원 장학위원회 심사하여 결정함

장학금 지급의

취소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라도 다음 각 항 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취소함 

- 위의 장학금 지급요건을 충족한지 못한 경우 

- 기타 학칙을 위반하거나 장학금 지급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금

합격자 발표 및 

지급 방법

·   장학금 합격자 발표 : 지원자 개인 E-mail로 결과 공지 

※국제캠퍼스 별도 공지 없음, 등록금 고지서를 통해 확인

·   지급 방법 :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

교내·외 장학 종류 

구분 장학금 종류 대상
장학금 지급

(예산규모 내)
지급기간

교내

총장장학(외국인) 신입생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1~4학기 차등

의대MRC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전액 4학기

모범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1학기(계속가능)

국제화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1~4학기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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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학술지게재장학(인문·사회·

예체능계열만 해당)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일부 학기별

논문발표장학(인문·사회·

예체능계열만 해당)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일부 학기별

복지장학 재학생 수업료 일부 학기별

조교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학기별

교외

정부초청장학생 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전액 4학기

사우디정부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4학기

몽골정부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4학기

인도네시아정부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4학기

생명보험사회공헌장학 재학생 수업료 일부 학기별

평통여성장학재단장학 재학생 수업료 일부 학기별

한국여학사협회장학 재학생 수업료 일부 학기별

삼성꿈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일부 최대 4학기

각종 지정 및 일반 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학기별

학 과 신청 자격 비 고

영미어문화학과 

복수학위

 (KHU/ST. CLOUD: 

ST. CLOUD STATE 

UNIVERSITY, 

MINNESOTA, USA)

- 석사과정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신청 가능

-   TOEFL iBT 79 또는 IELTS 6.5(장학생으로 신청

할 경우 TOEFL iBT 100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영역 각 23점 이상)

·  영미어문화학과의 모든 학사 행정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함

입학안내 문의 및 서류 제출처

·Website : http://gskh.khu.ac.kr

·서울캠퍼스 대학원 행정실  전화 : 02)961-0121~4  E-mail : admissions_s@khu.ac.kr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본관 312호 (우)02447  

·국제캠퍼스 대학원 행정실  전화 : 031)201-3500~3  E-mail : admissions_aic@khu.ac.kr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관 107호 (우)17104

·원서접수 장애 발생 시 문의처 : 유웨이어플라이 ☎1588-8988

학과별(학과장) 전화번호

� 서울캠퍼스

No 학과명 학과장 Phone(02-)
e-mail

(@khu.ac.kr)

1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국어국문학) 차충환 961-0413 cc6410

2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영어영문학) 송창섭 961-0883 cssong

3 History (사학) 강인욱 961-9356 kanginuk

4 Philosophy (철학) 송유레 961-2323 esong

5 Law (법학) 최광준 961-9216 asgard

6 Political Science (정치학) 조진희 961-0438 jinheejo

09.
복수학위과정
안내

10.
문의 및 
서류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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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 김도한 961-9463 dohankim

8 Sociology (사회학) 김종영 961-2173 jykim24 

9 Economics (경제학) 박우성 961-0468 wspark

10 International Trade (무역학) 강인원 961-9182 iwkang

11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언론정보학) 이선영 961-0487 sunlee

12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성주호 961-0675 jhsung

13 Health Services Management (의료경영학) 박상찬 961-0494 sangchan

14 Accounting (회계·세무학) 정형록 961-2180 jhrjhr

15 Hotel Management (호텔경영학) 강경호 961-2369 khkang

16 Tourism(관광학) 이승곤 961-0841 skolee

17
Convention & Exhibition Management  

(컨벤션전시경영학)
김봉석 961-0866 herz5

18
Culinary Science and Food Service Management 

(조리외식경영학)
이수범 961-9385 leesoobum

19 Culture & Tourism Contents (문화관광콘텐츠학) 남윤재 961-9187 ynam

20 Mathematics (수학) 이수준 961-0382 level

21 Physics (물리학) 권영균 961-9279 ykkwon

22 Chemistry (화학) 하상수 961-2186 sshah

23 Biology (생물학) 김은영 961-2310 eykim08

24 Geography (지리학) 최진무 961-0188 cjm89

25 Child & Family Studies (아동가족학) 장경은 961-2320 kjahng

26 Housing and  Interior Design (주거환경학) 김준하 961-9460 junhakim

27 Clothing & Textiles (의상학) 김미숙 961-0772 mskim

28 Food and Nutrition (식품영양학) 임윤숙 961-0262 ylim

29 Biomedical Science (기초의과학) 오범석 961-0617 ohbs

30 Medicine (의학) 김창주 961-0407 changju

31 Neuroscience (신경과학) 진병관 969-4563 bkjin

32 Science in Korean Medicine (기초한의과학) 고성규 961-0329 epiko

33 Clinical Korean Medicine (임상한의학) 최호영 961-9372 hychoi

34
Global public health and Korean Medicine 

Management (글로벌보건한의정책학)
장보형 961-9278 bhjang

35 Korean Medicine (한의학) 고성규 961-0329 epiko

36 Dentistry (치의학) 이상천 958-2317 schlee

37 Fundamental Pharmaceutical Sciences (기초약학) 김남중 961-0580 kimnj

38 Oriental Pharmaceutical Science (한약학) 장영표 961-9421 ypjang

39
Life and Nanopharmaceutical Sciences

(나노의약생명과학)
최진우 961-9592 jinwoo.ch

40 Music (음악학) 김미애 961-0690 kmas

41 Fine Art (미술학) 박미나 961-2308 meenapark

42 Dance / Performing Arts (무용학 / 공연예술학) - 961-0539 dance

43 Education (교육학) 양명희 961-0424 clara

� 서울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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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캠퍼스(학과간 협동과정)

No 학과명 학과장 Phone(02-)
e-mail

(@khu.ac.kr)

1 Information Display (정보디스플레이학) 장진 961-0688 jjang

2 Intelligent Informatics (소셜네트워크과학) 육순형 961-0253 syook

3 Oral & Maxillofacial Regeneration (구강악안면재생학) 김은철 961-0746 eckim

4 East/West Medicine (동서의학) 김선광 961-0491 skkim77

5 Philosophy in Korean Medicine (한의철학) 백유상 961-0326 baikys 

6 History in Korean Medicine (한의역사학) 김남일 961-0672 southkim  

7
Biological Sciences in Korean Medicine

(한의생명과학)
정혁상 961-9449 jhs

8 Applied Korean Medicine (한방응용의학) 고성규 961-0329 epiko

9
Human Informatics in Korean Medicine

(한방인체정보의학)
박영재 02-440-6233 omdyj

10 Medical Engineering (생체의과학) 박헌국 961-0290 sigmoidus

11 Medical Scinece of Meridian (경락의과학) 함대현 961-0366 dhhahm

12
Cancer Preventive Material Development 

(암예방소재개발학)
김성훈 961-9233 sungkim7

� 국제캠퍼스

No 학과명 학과장 Phone(031-)
e-mail

(@khu.ac.kr)

1 East-Asian Language and Literature (동양어문학) 김경석 201-3633 kskim612

2 European Language and Literature (유럽어문학) 홍명희 201-2276 hjeijei

3
International Korean Language and Culture  

(국제한국언어문화학)
이선웅 201-2251 anhhung

4
British & American Language and Culture 

(영미어문화학)
성기완 201-2274 kiwansung

5 International Studies (국제학) 김선일 201-2388 sunilkim

6 Physics (물리학) 이종수 201-2415 jsrhyee

7 Chemistry (화학) 강은주 201-2255 ejkang24

8 Astronomy & Space Science (우주과학) 선종호 201-3282 jhseon

9 School of Space Research (우주탐사학) 이정은 201-3469 jeongeun.lee

10
Oriental Medicinal Materials and Processing 

(한방재료가공학) 
강동호 201-3862 panjae

11
Department of Horticultural Biotechnology

(원예생명공학)
엄석현 201-3860 se43

12
Plant and Environmental New Resources 

(식물·환경신소재공학)
김웅진 201-3861 sbpujkim

13 Landscape Architecture (환경조경학) 김진오 201-2664 jokim

14 Graduate School of Biotechnology (생명공학원) 정용수 201-3864 yongsu

15 Food Science (식품공학) 김대옥 201-3796 dokim05

16 Applied Environmental Science(환경응용과학) 민부기 201-2463 bk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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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 김윤혁 201-2028 yoonhkim

18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 유태경 201-2064 tkyu

19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for Information and 

Electronics (정보전자신소재공학)
최석원 201-2256 schoi

20 Civil Engineering (사회기반시스템공학) 정영훈 201-2574
jyounghoon@

gmail.com

21 Architectural Engineering (건축공학) 윤근영 201-3859 gyyun

22 Nuclear Engineering (원자력공학) 홍서기 201-2782 sergihong

23
Industrial & Management Systems Engineering

(산업경영공학)
박명주 201-3653 pmj0684

24 Electronics and Radio Engineering (전자·전파공학) 김정근 201-2035 jg_kim

25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컴퓨터공학) 전석희 201-3485 jeon

26 Biomedical Engineering (생체의공학) 박경모 201-2979 saenim

27 Physical Education (체육학) 임신자 201-2731 imsj01

28 Ceramic Arts (도예학) 김승욱 201-2656 sukim

29 Post Modern Music (포스트모던음악학)
이우창 201-2040 jazz

30 Applied Arts (응용예술학)

31 Film & Theatre (연극영화학) 이효인 201-3840 yhi60

32 Digital Art & Design (디지털콘텐츠학) 이태훈 201-2676
thlee1401@

empas.com

33 Industrial Design (산업디자인학) 김선철 201-2039 sunchulkim

34 Visual Information Design (시각정보디자인학) 김은정 201-2043 brody

35 Formative Design (조형디자인학) 김은정 201-2043 brody

36
Textiles & Fashion Design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
김칠순 201-2935 cskim

37 Architecture (건축학) 김일현 201-3646 ilhyunkim

� 국제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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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등록금 안내
(변동가능)

 아래 등록 금액은 2017학년도 1학기 기준이며, 2017학년도 2학기 변경(인상)될 수 있음

2017-1학기 기준

계열 과정 입학금 수업료
기타회비 합계

서울 국제 서울 국제

인문·사회

석사 954,000 4,605,000 124,200 104,200 5,683,200 5,663,200

박사 954,000 4,738,000 124,200 104,200 5,816,200 5,796,200

석박통합 954,000 4,668,000 124,200 104,200 5,746,200 5,726,200

이학

석사 954,000 5,526,000 124,200 104,200 6,604,200 6,584,200

박사 954,000 5,686,000 124,200 104,200 6,764,200 6,744,200

석박통합 954,000 5,605,000 124,200 104,200 6,683,200 6,663,200

체육

석사 954,000 5,526,000 124,200 104,200 6,604,200 6,584,200

박사 954,000 5,686,000 124,200 104,200 6,764,200 6,744,200

석박통합 954,000 5,710,000 124,200 104,200 6,788,200 6,768,200

공학

석사 954,000 6,227,000 124,200 104,200 7,305,200 7,285,200

박사 954,000 6,407,000 124,200 104,200 7,485,200 7,465,200

석박통합 954,000 6,619,000 124,200 104,200 7,697,200 7,677,200

예능

석사 954,000 6,447,000 124,200 104,200 7,525,200 7,505,200

박사 954,000 6,635,000 124,200 104,200 7,713,200 7,693,200

석박통합 954,000 6,660,000 124,200 104,200 7,738,200 7,718,200

약학

석사 954,000 6,569,000 124,200 104,200 7,647,200 7,627,200

박사 954,000 6,753,000 124,200 104,200 7,831,200 7,811,200

석박통합 954,000 6,660,000 124,200 104,200 7,738,200 7,718,200

의·한·치

석사 954,000 6,911,000 124,200 104,200 7,989,200 7,969,200

박사 954,000 7,613,000 124,200 104,200 8,691,200 8,671,200

석박통합 954,000 7,262,000 124,200 104,200 8,340,200 8,320,200

※   기타회비 

- 서울캠퍼스 : 보험료(64,200원), 신체검진비(25,000원), 학생자치회비(15,000원), 의료공제회비(20,000원)  

- 국제캠퍼스 : 보험료(64,200원), 신체검진비(25,000원), 학생자치회비(15,000원)

※   보험료는 대학원 내규 제36조(외국인학생의 보험가입 의무화) [② 외국인 학생은 입학 후 졸업 시까지 질병·

상해 등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반드시 납부해야 함 

- 보험료는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됨 

- 한국국적 소지자도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전형으로 입학하였을 경우 상기 조항의 적용을 받음 

- 재외동포재단 장학생이거나 국민건강보험 등의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입학 시 보험료를 납

부하여야함. 단, 입학 후 별도절차를 거쳐 납부한 보험료 환불예정(학기 시작 후)

※   건강검진은 대학원 내규 제37조(외국인학생의 건강검진 의무화) [외국인학생은 입학 후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비는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한다.]에 의거하여 반드시 납부해야 함 

※   관련 문의처 

- 보험료 : 서울캠퍼스 대학원 행정실 (02-961-0121~4) / 국제캠퍼스 대학원 행정실(031-201-3500~3503) 

- 학생자치회비 :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02-961-0125) /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031-201-2137) 

- 의료공제회비 : 학생의료공제회 (02-961-0055)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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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GPA
Conversion
Table

4.0   Scale 4.3   Scale 4.5   Scale 5.0   Scale 100   Points Scale

3.97 ~ 4.0 4.26 ~ 4.3 4.46 ~ 4.5 4.95 ~ 5.00 100

3.92 ~ 3.96 4.22 ~ 4.25 4.41 ~ 4.45 4.90 ~ 4.94 99

3.88 ~ 3.91 4.17 ~ 4.21 4.36 ~ 4.40 4.84 ~ 4.89 98

3.84 ~ 3.87 4.12 ~ 4.16 4.31 ~ 4.35 4.79 ~ 4.83 97

3.80 ~ 3.83 4.08 ~ 4.11 4.26 ~ 4.30 4.73 ~ 4.78 96

3.75 ~ 3.79 4.03 ~ 4.07 4.21 ~ 4.25 4.68 ~ 4.72 95

3.71 ~ 3.74 3.98 ~ 4.02 4.16 ~ 4.20 4.62 ~ 4.67 94

3.67 ~ 3.70 3.93 ~ 3.97 4.11 ~ 4.15 4.57 ~ 4.61 93

3.62 ~ 3.66 3.89 ~ 3.92 4.06 ~ 4.10 4.51 ~ 4.56 92

3.58 ~ 3.61 3.84 ~ 3.88 4.01 ~ 4.05 4.45 ~ 4.50 91

3.49 ~ 3.57 3.75 ~ 3.83 3.91 ~ 4.00 4.34 ~ 4.44 90

3.41 ~ 3.48 3.65 ~ 3.74 3.81 ~ 3.90 4.23 ~ 4.33 89

3.32 ~ 3.40 3.56 ~ 3.64 3.71 ~ 3.80 4.12 ~ 4.22 88

3.24 ~ 3.31 3.46 ~ 3.55 3.61 ~ 3.70 4.01 ~ 4.11 87

3.15 ~ 3.23 3.37 ~ 3.45 3.51 ~ 3.60 3.90 ~ 4.00 86

3.07 ~ 3.14 3.27 ~ 3.36 3.41 ~ 3.50 3.79 ~ 3.89 85

2.98 ~ 3.06 3.18 ~ 3.26 3.31 ~ 3.40 3.68 ~ 3.78 84

2.90 ~ 2.97 3.09 ~ 3.17 3.21 ~ 3.30 3.57 ~ 3.67 83

2.81 ~ 2.89 2.99 ~ 3.08 3.11 ~ 3.20 3.45 ~ 3.56 82

2.72 ~ 2.80 2.90 ~ 2.98 3.01 ~ 3.10 3.34 ~ 3.44 81

2.64 ~ 2.71 2.80 ~ 2.89 2.91 ~ 3.00 3.23 ~ 3.33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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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DAC List of ODA Recipients
Effective for reporting on 2014, 2015 and 2016 flows

Least Developed 
Countries

Other Low Income 
Countries

(per capita GNI ←$1 045 
in 2013)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and Territories 
(per capita GNI $1 046-$4 

125 in 2013)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and Territories
(per capita GNI $4 126-

$12 745 in 2013

Afghanistan
Angola
Bangladesh
Benin
Bhutan
Burkina Faso
Burundi
Cambodi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jibouti
Equatorial Guinea1

Eritrea
Ethiopia
Gambia
Guinea
Guinea-Bissau
Haiti
Kiribati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ozambique
Myanmar
Nepal
Niger
Rwand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ierra Leone
Solomon Islands
Somalia
South Sudan
Sudan
Tanzania
Timor-Leste
Togo
Tuvalu
Uganda
Vanuatu1

Yemen
Zambi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enya
Tajikistan
Zimbabwe

Armenia
Bolivia
Cabo Verde
Cameroon
Congo
Cote d'Ivoire
Egypt
El Salvador
Georgia
Ghana
Guatemala
Guyana
Honduras
India
Indonesia
Kosovo
Kyrgyzstan
Micronesia
Moldova
Mongolia
Morocco
Nicaragua
Nigeria
Pakistan
Papua New Guinea
Paraguay
Philippines
Samoa
Sri Lanka
Swaziland
Syrian Arab Republic
Tokelau
Ukraine
Uzbekistan
Vietnam
West Bank and Gaza Strip

Albania
Algeria
Antiqua and Barbuda2

Argentina
Azerbaijan
Belarus
Belize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Chile2

China(People's Republic of)
Colombia
Cook Islands
Costa Rica
Cuba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quador
Fiji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abon
Grenada
Iran
Iraq
Jamaica
Jordan
Kazakhstan
Lebanon
Libya
Malaysia
Maldives
Marshall Islands
Mauritius
Mexico
Montenegro
Montserrat
Namibia
Nauru
Niue
Palau
Panama
Peru
Saint Helena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erbia
Seychelles
South Africa
Suriname
Thailand
Tonga
Tunisia
Turkey
Turkmenistan
Uruguay2

Venezuela
Wallis and Futuna

(1)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8/L.20 adopted on 4 December 2013 decided that Equatorial Guinea 

will graduate from the least developed country category three and a half years after the adoption of the resolution and 

that Vanuatu will graduate four years after the adoption of the resolution.

(2)   Antiqua and Barbuda, Chile and Uruguay exceeded the high income country threshold in 2012 and 2013. In 

accordance with the DAC rules for revision of this List, all three will graduate from the List in 2017 if they remain high 

income countries unti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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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
수원국 명단
(DAC List of
ODA
Recip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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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Q&A

지원 관련 Q&A 

Q1.   외국인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입시장학금이 있나요? 

네.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특히, 입학시점에 수혜여부가 결정되는 입시장학으로 총장장학이 있습니다. 단, 장학별 지원자격을 충족하

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타 교내, 외부재단, 기관 장학금도 있습니다. 

 

구분 총장장학

장학조건

 장학에 선정된 자는 졸업요건(논문게재) 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문사회, 

 예체능계열) 또는 SCI(E)급 이상 학술지(공학, 자연, 의학계열)에 논문 한 편을

 신청(인문사회, 예체능계열 석사만 해당) 또는 게재하여야 함

지원자격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   일반트랙 : TOPIK(한국어능력자격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한 자 

(국제캠퍼스의 경우 4급 미만자는 학과에 따라 별도의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영어트랙 : 영어성적 보유자 

[TOEFL(PBT 550, CBT 210, iBT 80), IELTS 6.0, TEPS 550 이상]

      ※어학성적은 지원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지원방법

 지원자가 입시지원 시 아래의 서류 제출

 [서울캠퍼스] 총장장학신청서, 논문게재서약서

 [국제캠퍼스] 입학추천 및 논문게재서약서

Q2.   중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로는 어떤 서류들을 내야 하나요? 

중국대학 졸업자는 총 3가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중국 교육부에서 발급해주는 학력인증보고서 또는 학위인증보고서 

2. 졸업증서(번역공증본) 

3. 학위증서(번역공증본) 

Q3.   졸업 예정자의 경우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번역공증, 영사확인 필요)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국 대학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번역공증)와 중국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졸업예정증명서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합격 후 입학 전까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학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4.   입학추천서는 어떻게 받나요?  

모집요강이나 대학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과장 연락처를 이용하여 개별 면담을 진행한 후 추천서를 받

으면 됩니다. 추천서에는 지원학과 학과장의 자필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Q5.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면접은 학과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학과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면접일정은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개별적으로 공지하지 않음)하니, 공지사항을 스스로 확인하신 

후, 날짜에 맞춰 면접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불참할 경우,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으며, 면접불참으로 인한 

불합격은 전적으로 지원자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Q6.   면접을 보러 갈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외에 거주 중이어서 면접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대학원 행정실과 지원학과에 미리 연락하여야 합니다. 

지원자의 상황을 감안하여, 전화 또는 화상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

니다.  

Q7.   모든 서류를 서류제출 마감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모든 서류를 마감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반환이 불가능하며,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

익은 지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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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학부 때 전공과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이 다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공능력에 대한 심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합격 후에는 해당학과에서 선수

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합격 후 Q&A

Q9.   합격 후 입학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합격 후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격 여부 확인 / 합격증 출력 

2. 등록기간에 맞춰 등록금 고지서 출력 후 등록금 납부  

3. 행정실에서 발송하는 VISA 발급 관련 안내 E-mail 회신   

4. 표준입학 허가서 수령 

   (국내체류자 : 행정실에서 수령, 국외체류자 : 대학원 행정실에서 EMS 발송) 

5. 비자신청 : 비자신청기관에 연락하여 제출서류 파악 후 필요서류 지참하여 비자신청 진행 

   1) 국내거주자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2) 국외거주자(중국국적외) : 재외공관 방문    

6. 수강신청 

7. 오리엔테이션 참석 

8. 개강  

Q10.   국외체류자는 등록금을 어떻게 납부하나요?  

등록금은 반드시 등록금고지서에 기재 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제송금은 불가능합니다.  

Q11.   총장장학 수혜자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나요?  

장학생이라 하더라도, 입학금, 보험료, 신체검진비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금고지서를 참고하여 지

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Q12.   재외동포재단 장학생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나요?  

재외동포재단 장학생도 입학금, 보험료, 신체검진비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등 기타 금액의 환불은 

등록금 납부 완료 후 추후에 진행됩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 장학생은 장학생 수혜증명서를 대학원 행정실

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13.   등록금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등록금은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부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Q14.   기숙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7월 초, 1월 초)을 참고하여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7월 

말, 1월 말에 개별통보 됩니다. 

Q15.   표준입학허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표준입학허가서는 한번만 발급가능하며, 비자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이므로 분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16.   신체 및 정신검진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대학원 내규 제37조에 의거하여, 합격자는 반드시 신체 및 정신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타 기관에서 이미 검

진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입생을 위한 검진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Q17.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대학원 내규 제36조에 의거하여, 외국인 유학생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장학을 비롯한 

각종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재외동포재단 장학생이거나 국민건강보험 등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합격 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학기 시작 후 별도의 공지 및 절차를 통

해 보험료를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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