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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 대 학 교

☞ 주  소: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200-701)

☞ 사이트: http://www.kangwon.ac.kr

I. 대학소개

1. 대학연혁

   (1) 1947.06.14 강원도립 춘천농업대학으로 설립

   (2) 1968.03.01 대학원 신설

   (3) 1978.03.01 종합대학교로 승격, 강원대학교로 교명 변경

   (4) 2000.05.18 강원대학교병원 설립

   (5) 2004.01.10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특수법인) 신설

   (6) 2006.03.01 강원대학교-삼척대학교 통합

   (7) 2008.03.01 의학전문대학원 신설

   (8) 2009.03.01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신설

   (9) 2009.03.01 삼척 제2캠퍼스 개교

2. 대학개요

구분
학부 대학원

교직원
단과대학 학과 재학생 대학원 학과 재학생

춘천캠퍼스 15 94 14,761 7 215 2,791 1,062

삼척캠퍼스 4 44 6,085 3 56 237 318

계 19 138 20,846 10 271 3,028 1,380
  

3. 대학업적

   (1) 세계 최고 권위 스크립스(Scripps) 항체연구소 유치

   (2)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선정(5년간 266

억원 지원)

   (3) 2011년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2년간 80억원 지원)

   (4)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2회 연속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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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료․바이오 신소재융복합 연구사업단 지역거점 연구육성사업 선정(10년

간 330억원 지원)

   (6) 전국 유일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유치(2년간 114억원 지원)

   (7) 차세대 핵심환경개발사업 선정(7년간 900억원 지원) 

   (8)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2년 연속 선정(1년간 57억원 

지원)

   (9) 2010년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기초연구지원사업단 선정(4년간 30억원 지

원)

   (10) 지식경제부 주관 IT융합 고급인력과정사업 선정(4년간 36억원 지원)

   (11) 강원대학교병원,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선정(4년간 240억원 지원)

   (12)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사이버 융합연구․교육 고도화 사업 선정(3년간 5억

원 지원)

   (13)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대학원 장학생 수학대학 공

모사업 선정

   (14)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10년 취업통계조사”에서 2년 연속 거점국립대학 

중 취업률 1위 달성

   (15) 도내 유일 여군 학군사관후보생(ROTC) 시범대학 선정

   (16) 의학전문대학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관 인증평가에서 3년 인증 획득

   (17) 국립대학 최초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4. 생활안내

   (1) 보건진료소

   각종 질병상담 및 투약 등의 일반진료는 물론 학생 및 교직원들의 공적 행사 

시 구급약품지원, 결핵검진, 간염예방접종 등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 식 당

   위생관리가 철저한 학생식당, 교직원 식당 및 카페테리아 등에서 영양이 풍

부한 다양한 식단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3) 종합복지시설

   학생 및 교직원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고자 생활협동조합에서

는 다음과 같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편의점/서점/커피숍/문구점 등)

   (4) 배상책임보험제도

   재학 중에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질병 및 부상에 대해 진료

비를 일정액 지급하는 배상책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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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대학 모   집   학   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제학과, 

국제무역학과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생물공학과, 산업공학과, 기계의용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기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자원응용공학과, 바이오자원환경학과, 지역건설공학

과, 원예학과, 응용생물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농업

자원경제학과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과, 동물생명시스템학과, 

동물식품응용과학과, 

동물생명공학과

문화예술대학
디자인학과, 미술학과, 음악학과, 무용학과, 

영상문화학과, 스토리텔링학과

   (5) 학생생활관

   독서실, TV시청 휴게실,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세탁실 등의 다양한 부대시

설과 편의시설이 완비된 4,200명 수용가능한 학생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① 춘천캠퍼스 : 율곡관, 퇴계관, 다산관, 예지원, 난지원, 국지원, 의암관, 

한서관, 국제생활관, BTL기숙사, 국제인재양성관

     ② 삼척캠퍼스 : 언장생활관, 두타생활관, 해솔자율관, 

     ③ 삼척제2캠퍼스 : 진리생활관, 도원생활관, 황조생활관

5. 한국어교육 시설

   강원대학교 어학교육원에 개설되어 있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연수과정은 수

준별 교재학습과 다양한 문화체험이 병행되어 정확한 표준 한국어를 습득하

도록 할 뿐 아니라 외국인 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적합한 프로

그램이다. 

ll. 모집학과

1. 춘천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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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대학 모   집   학   과

사범대학 교육학과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부동산학과, 정치외교학과, 신문방송학과, 심

리학과, 사회학과, 문화인류학과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산림경영학과, 

조경학과, 제지공학과, 산림환경보호학과

의과대학 간호학과

의생명과학대학
분자생명과학과, 생명건강공학과, 시스템면역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본학과, 사학과, 철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생화학과, 생명과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지질학과, 지구물리학과, 환경과학과

IT대학 
전기전자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전자통신공학전공,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컴퓨터과학전공

바이오산업공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생물소재공학전공

스포츠과학부 스포츠과학부

학부· 대학 모   집   학   과

공학대학

토목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건축공학과, 

환경공학과,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기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컴퓨터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재료금속공학과

2. 삼척캠퍼스



- 5 -

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문화상품디자인학과, 

시각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실내가구디자인학과

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지역경제학과, 영미언어문화학과, 

레저스포츠학과

학부· 대학 모   집   학   과

공학대학
소방방재공학전공, 방재안전공학전공,재난관리공학전공, 

건설방재공학과

인문사회과학대학 방송영상학과, 방송연예학과, 관광학과, 일본어학과

한방보건복지대학

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식품영양학과, 

생약자원개발학과,

응급구조학과,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치위생학과, 작업치료학과

3. 삼척제2캠퍼스

lll. 업무담당자 연락처

1. 춘천캠퍼스

    (1) 전화번호 : 82-33-250-7192

    (2) 팩스 : 82-33-253-1964

    (3) 이메일 : intn@kangwon.ac.kr

    (4) 웹페이지 : http://www.kangwon.ac.kr/english

2. 삼척캠퍼스

    (1) 전화번호 : 82-33-570-6891~2

    (2) 팩스 : 82-33-570-6893

    (3) 이메일 : lshstory11@kangwon.ac.kr

    (4) 웹페이지 : http://foreign.kangwon.ac.kr/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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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기타

1. 우수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직원을 보유한 국내 중심 10개 국립대학 중 하나

2. 2009~2010, 2년 연속 대학 졸업 취업률 1위

3. 국립대학의 저렴한 등록금과 서울 근교임에도 경제적인 생활비

4.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운 캠퍼스와 친절한 친구들

5.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최고의 휴양지

6. 서울에서 춘천까지 40분 거리 및 편리한 교통망   

7.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음식, 국제마임축제를 즐길 수 있는 도시

<강원대학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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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won National University   

☞ Address: 1 Kangwon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200-701 Republic of Korea 

☞ Website: http://www.kangwon.ac.kr

I. About KNU

1. KNU History

   (1) 1947.06.14 Kangwon provisional Chuncheon Agricultural College 

established

   (2) 1968.03.01 First graduate school founded

   (3) 1978.03.01 College promoted to university status a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4) 2000.05.18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established

   (5) 2004.01.10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dustrial Cooperation 

Co. founded

   (6) 2006.03.01 Kangwon National University merges with Samcheok 

University 

   (7) 2008.03.01 School of Medicine established

   (8) 2009.03.01 School of Law established

   (9) 2009.03.01 Second Samcheok Campus opened

2. Basic Facts about KNU

Campus

Undergraduate Graduate

Faculty
College Department Student

General

Special
Department Student

Chuncheon 15 94 14,761 7 215 2,791 1,062

Samcheok 4 44 6,085 3 56 237 318



- 8 -

3. KNU Achievements 

   (1) Scripps Antibody Research Institute founded.

   (2) KNU selected for Metropolitan Finance & Talented People 

Development Project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pproximately $26.6 million in support 

over 5 years). 

   (3) KNU picked for university promotion project (approximately $8 

million over 2 years).

   (4) KNU tabbed as an excellent institute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he public sector for two consecutive years.

   (5) KNU selected for Medical & Bio-Materials Research Project 

(approximately $33 million over 10 years).

   (6) Establishment of the only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e 

Research Center in the nation ($11.4 million over 2 years).

   (7) KNU selected for Next Generation Core Environment Development 

Project ($90 million over 7 years).

   (8) KNU selected for university education strengthening project for 

two consecutive years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7 million over a year).

   (9) KNU picked for 2010 Forestry Scienc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3 million over 4 years).

   (10) KNU selected for IT Convergence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3.6 million 

over 4 years).

   (11) KNU Hospital named as Respiratory Disease Treatment Specialized 

Center ($24 million over 4 years).

   (12) KNU selected for Cyber Fusion Research and Education 

Enhancement Project,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0.5 million over 3 years).

   (13) KNU selected for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sponsored by the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14) KNU ranked top in employment among Korean regional national 

universities according to 2010 Employment Statistic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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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KNU selected as the only women's ROTC model university in 

Gangwon Province.

   (16) School of Medicine has obtained the certification from the Korea 

Medical Education Evaluation Agency for 3 years in a row

   (17) The first university in the nation to obtain the web accessible 

quality logo.

4. Campus Life 

   (1) Health Service Center

   Many activities are taking place for the health management of 

students and faculty, such as medical consultations, administering 

prescription drugs, tuberculosis examinations, anti-hepatitis 

inoculations and first-aid medicine for official events.

   (2) Cafeterias

   Student and faculty cafeterias provide thorough health controls and 

nutritious diets at affordable prices.

   (3) Comprehensive Welfare Facilities

   The consumer cooperative runs the following shops to protect the 

daily consumption of students and faculty and to increase their 

well-being. (Convenience stores/University book store/Coffee 

house/Stationery store)

   (4) Student Liability Insurance 

   KNU provides a liability insurance system that pays a certain portion 

for medical treatment for enrolled students who are injured.

   (5) Student Dormitories

   KNU operates dormitories that can accommodate 4,200 students with 

subsidiary facilities and amenities such as reading rooms, TV lounges, 

weight rooms, computer labs and laundry rooms.

     ① Chuncheon Campus : Yulgokgwan, Toegyegwan , Dasangwan, 

Yeojiwon, Nanjiwon, Gukjiwon, Uiamgwan, Hanseogwan, 

International Dormitory, BTL Dormitory, Global Dormitory 

     ② Samcheok Campus : Eonjang living quarters, Doota living 

quarters, Haesol living quarters

     ③ Second Samcheok Campus : Dowon living quarters, Hwa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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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Tourism Administration, Accounting, 

Economics, International Trade & Business

Engineering

Architectural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Energy & 

Resources Engineering, Advanced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Bioengineering and Technology, Industrial 

Engineering, Mechanical   Biomedical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Environmental   Engineering, Mechanical & 

Mechatronics Engineering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Applied Plant Sciences, Biological Environment, Regional   

Infrastructures Engineering, Horticultural Science, Applied 

Biology,

Biosystems Engineering, Agricultural & Resource Economics

Animal Life Sciences
Animal Resource Science, Animal Life System, Animal 

Products and Food Science, Animal Biotechnology

Art and Culture Design, Fine Art, Music, Dance, Visual Culture, Storytelling

Education Education

Social Sciences

Public Administration, Real Estate, Political Science,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Psychology, Sociology, 

Cultural Anthropology

living quarters, Jilli living quarters 

5. Language Training Institute      

Korean language learning program is alternated with the basic text 

books and dynamic cultural experiences. Therefore, it is an adequate 

program for foreign students to adapt to Korean life as well as 

correctly learning standard Korean language.

ll. Academic Programs 

1. Chuncheon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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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Department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Energy & Resources Engineering, 

Architectural Engineering, Environment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Vehicle Engineering, Mechatronics 

Engineering, Electric Engineering, Control & Instrumentation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Electronic Engineer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 Computer Engineering, Industrial 

& Management Engineering, Materials and Metallurgical 

Engineering

College  Department

Forest & 

Environmental 

Sciences

Forest Resources, Forest Biomaterials Engineering, Forest 

Management, Landscape Architecture, Paper Science & 

Engineering, Forest Environment Protection

Medicine Nursing

Biomedical Science
Molecular Bioscience, Bio-Health Technology, Systems 

Immunology, Medical Biotechnology

Humanity

Korean Language & Literatur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German Language & Literature, French Language 

& Literature,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Japanese 

Studies, History, Philosophy

Natural Sciences

Mathematics, Information Statistics, Biochemistry, Biological 

Sciences,

Physics, Chemistry, Geology, Geophysics, Environmental 

Science

Information 

Technology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Electronics 

Engineering,  Electronic and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Computer and Communications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Division of 

Biotechnology &   

Bioengineering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Biomaterials Engineering

Division of Sport 

Science
Sport Science

2. Samcheok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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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Department

Design

 Industrial design, Craft & Cultural Product Design, Visual 

Communication & Multimedia Design, Interior & Furniture 

Design 

Humanities & 

Social Sciences

Public Administration, Regional Economics, English Language & 

Cultural Studies, Leisure Sports

College Department

 Engineering

Fire Protection Engineering, Disaster Prevention & Safety 

Engineering, Fire & Emergency Management, Constructional 

Disaster Prevention Engineering

Humanities & 

Social Sciences

Broadcasting Visual Media and Technology, Broadcasting Arts & 

Entertainment, Tourism, Japanese Language

Oriental 

Medicine, Public 

Health & Welfare

Early Childhood Education, Social Welfare, Food & Nutrition, 

Herbal Medicine Resource,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Nursing, Radiological science, Physical Therapy, Optometry, 

Dental Hygiene, Occupational Therapy

3. Second Samcheok Campus

lll. Contact Information

1. Chuncheon Campus

    (1) Tel : 82-33-250-7192

    (2) Fax : 82-33-253-1964

    (3) E-mail : intn@kangwon.ac.kr

    (4) Webpage : http://www.kangwon.ac.kr/english

2. Samcheok Campus

    (1) Tel : 82-33-570-6891~2

    (2) Fax : 82-33-570-6893

    (3) E-mail : lshstory11@kangwon.ac.kr

    (4) Webpage : http://foreign.kangwon.ac.kr/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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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Why KNU ?

1. Academic Excellency

   One of the top 10 national universities with excellent faculties, 

distinguished programs and highly qualified academic staff.

2. Job Opportunities

   Top ranked in graduate employment for two consecutive years.

3. Competitive Tuition Fees and Affordable Living Expenses

   Offers competitive tuition fees and affordable living expenses 

compared to other universities.

4. Vibrant Atmosphere and Friendly People

   Experience the vibrant campus community and heart-felt hospitality 

of your friends, neighbors, citizens, and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5. Nature Abounded City

   Nestled by serene natural beauty, Chuncheon is one of the most 

wanted weekend getaways to rejuvenate amidst the magnificent 

scenery of mountains, lakes and clear sky.

6. Convenient Transportation

   Located at the heart of the Gangwon Province, Chuncheon is 

approximately 40 minutes away from Seoul metropolitan area.

7. Exquisite Culture and Food

   Come and experience the exquisite varieties of Korean food and 

culture, including the legendary Chuncheon Mime Festival and much 

more!

<Location of KNU on a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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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국 대 학 교   

☞ 주  소: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건국대학교 외국인서비스센터

☞ 사이트: www.konkuk.ac.kr

I. 대학소개 

1. 전면적 혁신과 획기적 투자, 미래 첨단학문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발
전속도가 가장 빠른 대학, 연구도 잘 하면서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평가 받

고 있는 대학!  

2. 최근 10년 간 젊고 유능한 교수들 560명을 초빙하여 교육 내실과 연구역량

을 강화하고 22개의 첨단 교육시설(상허연구관, 예술문화관, 산학협동관, 동

물생명과학관 등)을 신축하여 첨단 교육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캠퍼

스로 변모하고 있는 대학! 

3. 2006년 최고급 시설을 갖춘 기숙사 쿨하우스(KU:L House)를 완공하여 총 

3,07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

는 대학!

4. 2010학년도 입시에서 우수한 학생들의 대거 지원으로 서울 지역 주요 대학 

가운데 평균 10.33대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대학 수험생의 최

고 선호대학으로 자리매김한 대학! 

5. Roger David Kornberg(2006년 노벨화학상), Louis J. Ignarro(1998년 노

벨생리의학상), Zhores Ivanovich Alfyorov(2000년 노벨물리학상) 등 노벨

상 수상자 3명을 석학교수로 초빙하여 공동연구(KU Global Lab)와 강의를 

통해 세계적 연구 성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대학!

6. 핀란드의 세계적 연구소 VTT(2008년), 유럽 최대 헬리콥터 제조사인 유로

콥터(2008년), 독일의 세계적 태양에너지 연구소인 프라운호퍼(2009년)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공동연구 파트너로 선정한 대학! 

7. 다양한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청해 한 학기 100가지 교양강의를 제공하는 

‘KU100분100강 프로그램’, 취업집중교육과정인 ‘건국 엘리트(Elite) 프로그

램’ 및 ‘몰입형 외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경쟁력 

향상에 힘쓰는 대학!

II. 모집인원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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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모집단위(신입학만 선발)

대 학 모집단위 학과 또는 전공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커뮤니케이션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이과대학

수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지리학과  

건축대학 건축학부 건축설계, 건축공학, 주거환경전공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군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기계공학부 기계공학, 기계설계학전공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전기공학과  

화학·생물공학부 신소재공학, 화학공학, 미생물공학전공

산업·섬유공학과군 섬유공학과, 산업공학과

정보통신

대    학

인터넷·미디어공학부 인터넷, 멀티미디어전공

컴퓨터공학부 컴퓨터시스템, 소프트웨어전공

전자공학부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전공

정치대학 정치대학
정치행정학부(정치외교학, 행정학전공), 

부동산학과

상경대학 상경대학
경상학부(경제학, 국제무역학, 소비자정보학전공), 

응용통계학과

경영대학 경영·경영정보학부 경영학, 경영정보학전공

동물생명

과학대학
동물생명과학부

동물생명공학, 축산식품생물공학, 

동물생산∙환경학, 축산경영∙유통경제학전공

생명환경

과학대학

환경시스템학부 사회환경시스템공학, 환경과학전공

응용생명과학부 응용생물과학, 분자생명공학전공

예술문화

대   학

디

자

인

학

부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의상디자인전공  

텍스타일디자인전공  

예

술

학

부

현대미술전공
조형예술  

매체예술  

영상전공
영상미디어  

영상애니메이션  

영화전공
연출·제작  

연기  

공예전공
도자공예  

금속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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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원자격

1.지원자격 

(1) 정부(국립국제교육원)로부터 초청(지원)을 받은 장학생으로서,  

(2) 학생 본인이 외국인이며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12년)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국적인정기준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중 국적자 포함)가 아닌 자를 의미한다.

3.외국학교 과정 인정기준

(1) 외국학교과정은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

학교과정만을 인정한다(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대학

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통신 교육과정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2) 국내외 검정고시(미국, 캐나다의 GED, 중국의 자학고시 등) 출신자는 해

당 학교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V. 전형방법

1. 전형 항목

(1) 한국어능력성적(TOPIK)

(2)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3) 고등학교 성적

※상기 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주의사항

(1) 지원자는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입학원서 및 지원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입학전형에 관련된 사항 및 성적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지원서류가 미비된 경우

② 원서 및 지원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③ 부, 모 또는 본인이 현재 불법체류 중인 경우

④ 우리 대학에서 기대하는 수학능력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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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제출서류

1.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 한국어연수원에서 원

본대조필한 복사본은 제출 가능. 원본은 최종 대학 결정 후 제출

(2)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 혹은 영문 번역공증서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서류상 이름(영문 포함)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 

발행의 동일인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 지원자 기록사항(본교 소정양식)

- 사진(여권사진 크기 3.5 x 4.5cm) 2매

- 여권 사본(국적 및 사진이 있는 부분 복사)

- 고등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자기소개서 – A4용지 1~2장 분량(한국어 또는 영어)

- 수학계획서 – A4용지 1~2장 분량(한국어 또는 영어)

- TOPIC 성적증명서

 

VII. 전형료 : 면제(100,000원 상당)

VIII. 기타 경비

- 입학금 : 면제 (920,000원 상당)

IX. 담당자

1. 성명 : 최흥식주임(외국인서비스센터)

2. 전화 : 02-2049-6208

3. 이메일 : choihs@konkuk.ac.kr

4. 팩스 : 02-2049-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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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kuk University   

☞ Address: Center for International Faculty and Student Services, Konkuk University, 1 Hwayang-dong, Gwangjin-gu, Seoul, 143-701

☞ Website: www.konkuk.ac.kr 

I. Introduction

1. The university that has been evaluated as ‘showing the fastest development’, 
utilizing effective research, and considerable teaching through overall 

innovation, extensive investment and selection and emphasis on 

academic fields for the future. 

2. The university that is evolving into a cutting edge campus that has an 

advanced education infrastructure and software by constructing 22 

advanced education facilities(Sanghuh Hall, Art & Design Building,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Building, and Animal Science Building) 

and reinforcing its research capabilities by increasing its’ faculty by 

hiring 560 young and passionate personnel over the past 10 years.

3. The university that possesses a dormitory, with luxurious facilities, which 

was completed in 2006 and is the largest dormitory in the nation and 

can be utilized by 3,070 people. 

4. The university that is the most preferred by prospective students, being 

the most competitive among major universities in Seoul with an average 

competition rate of 10.33 to 1. 

5. The university that has invited prominent scholars who have won Nobel 

Prizes as Chair-Professors, Roger David Kornberg (awarded Nobel Prize 

in Chemistry in 2006), Louis J. Ignarro (Nobel Prize in Physiology 

Medicine in 1998), Zhores Ivanovich Alfyorov (Nobel prize in Physics in 

2000) and tries to make international research achievement.  

6. The university that cooperates with world renowned research institutions 

including the Finnish research center VTT(2008), the best helicopter 

manufacturer Eurocopter(2008), and the world famous solar energy 

laboratory Fraunhofer in Germany(2009).  

7. The university that strives to improve its students’ competitiveness through 

the ‘Konkuk Elite Program’ or the ‘Intensive Foreign Language Skill 

Program’ that offers courses for employment preparation education; and 

the ‘KU 100 Minutes 100 Lectures’ that provides 100 different cultural 

classes that are taught by invited specialists of each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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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Category Majors

Liberal Arts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Philosophy  

History  

Communication Science  

Digital Culture Contents  

Science

Mathmatics  

Chemistry  

Biological Sciences  

Geography  

Architecture  Architectural Engineering

 Architectural Design, 

 Architectural   Engineering,

 Housing Environment

Engineering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Environment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Mechanical Design & Production Engineering

 Aerospace Information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Chemical & Biological Engineering

 Materials Chemistry & Engineering, , 

 Chemical Engineering, 

Microbial Engineering 

 Industrial & Textile Engineering  Textile Engineering, Industrial Engineering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Internet & Multimedia Engineering  Internet, Multimedia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Computer System, Software

 Electronics Engineering
 Electronics Engineering, 

 Information & Communication Engineering

Politics  Political Science
 Political Science, Public administration,  

 Real Estate Studies

Commerce 

& Economics
 Commerce & Economics

 Economics, International Trade,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Applied Statistics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 MIS  Business Administration, MIS

Animal Bioscience

& Technology
 Animal Bioscience And Technology

Animal Biotechnology,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of Animal 

Resources

Animal Sciences & Environment, 

Livestock Business & Marketing Economics

Life & 

Environmental

Science

 Environmental System
Civil And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Environmental Science

 Applied Life Science  Applied Bioscience, Molecular Biotechnology

II. Number of Students Recruited : Unlimited

III. Undergraduate Departments and Majors (New admission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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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 Design

Design

Communication Design  

 Industrial Design  

 Apparel Design  

 Textile Design  

Arts

Contemporary

Arts

 Plastic Arts  

 Video Arts  

Moving

Image

 Moving

 Images
 

 Animation  

 Film 
 Directing

 Acting

 Arts & Crafts
 Ceramic  

 Metal  

IV. Qualifications

1.Qualifications

(1) A scholarship student who received an invitation from the Korean 

government (Nation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2) Student should be a foreigner

(3) A high school graduate or anticipated graduate who completed all 

regular courses in a foreign country that correspond to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Korea (12 years)

2. Nationality acknowledgement standards

A 'foreigner' refers to a person who does not have Korean 

nationality (including double nationality)

3. Foreign school course acknowledgement standards

(1) With regards to foreign school courses, only regular school courses 

for which formal schooling is acknowledged pursuant to education 

-related laws and ordinances of the relevant country shall be 

acknowledged (nursery schools, kindergartens, educational institute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language training, foundation courses, 

lifelong education institutes, adult universities, correspondence 

courses, etc. are not acknowledged).

(2) Those who have passed Korean and foreign qualification examinations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in the U.S. and Canada, 

Self-Taught Higher Education Examinations in China, etc.)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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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regarded as those who completed the corresponding regular 

school course work. 

V. Screening Procedure

1. The screening criteria are as follows:

 (1) 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2) Self-introduction essay and Study Plan

 (3) High School GPA

    ※ These criteria are subject to change.

2. Notes

(1) Applicants must submit the application form and documentation 

by the set deadline. 

(2) Submitted application forms and documentation shall not be retuned.

(3) Matters related to the screening and grades shall not be disclosed.

(4)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pplicants shall be excluded from 

the screening process. 

①  If all required documentation has not been submitted.

②  If it is identified that information on the application form and 

documentation is false.

③  If the applicant’s father, mother, or the applicant him/herself 

is an illegal immigrant.

④  If a judgment is made that the applicant does not have the 

level of academic aptitude expected by Konkuk University.

VI. Required documents

1. Matters to consider when submitting documentation

(1) Documents should be original. Photcopied versions will also be 

accepted after your KLC confirm them to be the same as the 

originals by using a Certified True Copy (원본대조필) stamp.  

Successful applicants should submit the original versions 

after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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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ocuments that are in a foreign language other than English 

should attach a notarized Korean or English translation.

(3) If the applicant’s name (including English name) is written differently 

on documents, the applicant is required to submit a certificate 

that says that the names refer to the same person and that is 

issued by a court of the corresponding nation or head of the 

corresponding legation.

(4) If it is difficult to confirm facts with the documents submitted by 

the applicant, additional documents may be requested. 

2. Required documents

- Application form (Form provided by KonkukUniversity)

- Records of the applicant (Form provided by KonkukUniversity)

- Two photos (same size as passport picture: 3.5 x 4.5cm) 

- Copy of passport (Copy the parts that state nationality and have 

a picture)

- High school diploma and transcript 

- Self-introduction essay – One to two A4-size pages (Korean or 

English)

- Study plan – One to two A4-size pages (Korean or English)

- TOPIC Certification

VII. Application fee : waived (Originally costs around 100,000won)

VIII. other expenses

- Entrance fee: waived (Originally costs around 920,000 won)

XI. Admission Officer

1. Name : Choi, Heung Sik 

  (Manager/Center for International Faculty and Students Services Team)

2. Telephone : 82-(0)2-2049-6208

3. E-mail : choihs@konkuk.ac.kr

4. Fax : 82-(0)2-2049-6214



- 23 -

건 양 대 학 교

☞ 주  소: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19번지 건양대학교 건양회관 2층 국제교육원

☞ 사이트: (Kor) http://www.konyang.ac.kr /  (Eng) http://english.konyang.ac.kr/

Ⅰ. 학교소개

○ 연 혁 

     · 1991년 건양대학교 개교(10개학과 400명) 

     · 2000년 건양대학교병원(대전캠퍼스) 개원

     · 2000년 대학종합평가 (교육영역, 시설․설비영역)최우수

     · 2002년 학문분야 평가(교양) 우수대학 선정

     · 2004년 산학연 부분 최우수상(대통령상) 수상

     · 2005년 한국어교육원 개원

     · 2007년 학문분야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 2007년 한국사학진흥재단 경영분석 종합평가 우수대학 선정

     · 2009년 전국 대학 최초 윤리경영대상 수상 (한국윤리경영학회)

○ 건양대학교 특성 

     · 8개국 516명 유학생 재학 

       - 미국, 캐나다, 일본, 캄보디아, 몽골, 홍콩, 중국, 대만

     · 전국 최초 4년간 모든 유학생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실시

     · 외국인 유학생 전원 기숙사 입사(정부초청 장학생 기숙사비 지원)

     · 정기적인 한국 문화체험 지원 (년 1회 지원)

     · 1:1 한국어 도우미 지원 (생활 및 한국어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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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 절차

1. 자 격

    - 2012년 정부초청 학부장학생 선정된 장학생으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

상 취득자 

2.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사진 (3.5cm x 4.5cm) 3매

Ⅲ. 학과 소개

1.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컬리지

    (1) 영미영어문화학과

       - 유일한 학과, 취업 전문학과, 실질적인 영어학과로 영어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본 기능을 교육, 연습, 활용한다.

    (2) 중국언어문화학과

        - 교직이수, 3+1파견교육과 2+2 복수학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중

국어교수법과 HSK자격증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3) 일본언어문화학과

        - 탁월한 일본어 구사능력과 일본문화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

에서 통용되는 일본전문가를 양성한다. 

2. 샤회과학 계열

   (1) 글로벌 경영학부

      - 기업경영에 필요한 생산, 재무, 인사, 마케팅 및 회계 등의 제반학문과 

기업 물류관리 교육으로 실무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는데 교육의 역점을 두고 있다.

   (2) 글로벌 관광학부

      - 현장실무교육을 중심으로 항공사, 여행사, 호텔, 외식업체, 리조트 및 

관광레저산업의 중간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3) 경찰행정학과

      - 형사사법 분야와 대통령 경호실, 국가정보원, 소방서 등의 공안행정분

야, 그리고 민간경비업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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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복지학과

      - 모든 인간이 겪는 사회문제, 즉 빈곤, 질병, 노동 그리고 가족문제 등

에 대해 올바른 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가를 양성한다.

   (5) 패션디자인산업학과

      - 국제화 시대의 패션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패션전문 양성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6) 디지털콘텐츠학과

      - 문화산업 시대에 맞는 공연 미디어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이다. 

    (7) 시작디자인학과

      - 커뮤니케이션디자인, 광고, 포장, 편집,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디지

털사진, 영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8) 다중매체 미술전공

       - 미술의 실용화를 극대화하여 한국 문화의 잠재력을 키움과 동시에 

21C가 요구하는 시작적 공간예술을 창조하고 연출하는 미술전문인을 

양성한다. 

   (9) 의료뷰티학과

       - 미용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미용인 양성을 위하여 산학협

력을 통한 실기능력을 강화하고 메디컬 스킨케어, 비만체형 관리 등 

특성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10) 스포츠복지학과

       - 미래사회의 새로운 운동문화를 창조할 체육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스포츠 교육은 물론 전문 운동기술과 지도방법 등 체육과학 지식을 

학습한다.

   (11) 운동처방학과

       - 운동부족으로 인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할 수 있는 운동처방사를 양성한다.

3. 공과대학

   (1) 컴퓨터학과

      -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능력은 물론 첨단 컴퓨터 관련 응용분야를 

개발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 전자정보공학과

      - 첨단전자 및 IT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차세대 성장동

력 산업분야인 지능형로봇 홈네트워크, 임베디드 시스템 등의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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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하고 있다.

   (3) 정보보호학과

       - 암호학, 해킹 및 바이러스, 인터넷 보안, 시스템 보안 및 운영체제 보

안 등 일반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통신망에 이르기까지 정보보호와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한다.

   (4) 기계공학과

       - 생활에 필요한 각종 첨단 기계들에 대한 원리와 실생활 적용을 위한 

전문지식, 그리고 정보기술(IT)과의 접목을 통한 교육으로 무한한 가

치를 창출해내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한다.

    (5) 건축학과

       - 건설경영, 안전관리,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교육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 및 실험시설을 갖추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고급 건축인력

을 양성한다.

    (6) 인테리어학과

       - 아름답고 쾌적한 건물 내부공간 조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테리어, 

가구, 조명, 무대, 컴퓨터그래픽,  리모델링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

한다.

    (7) 건설환경학과

       - 인간의 생명유지와 시민생활의 편리성을 위한 공학분야로 도로, 항만, 

공항, 고속철도, 교량, 상하수도, 댐 등 사회기반시설을 안전하게 건

설하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8) 나노바이오화학과

       - 국내외적으로 나노를 이용한 재료 및 소재를 개발해 생명, 정보 및 환

경분야 산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어 21세기 신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나노바이오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9) 식품생명공학과

       - 현대사회의 식품산업은 대량생산, 조리의 간편화, 안전성 보장 등이 

중요하며, 새로운 형태의 가공 식품 개발 등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욕

구를 충족할 식품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10) 화공생명학과

       - 천연물질, 생물자원, 에너지, 기타 자원 등을 원료로 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의 공학성과 경제성을 결합시킨 종합학문으

로 이와 관련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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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의공학과

       - 전자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인체 내부 장기의 형체를 영상화 시키는 의

료 영상 분야 및 케어로봇 지능형 재활기구 설계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12) 제약공학과

       - 의약품 및 화장품의 연구개발은 물론 생산 및 공정관리, 품질관리, 마

케팅 등을 담당할 글로벌 제약전문인력을 양성한다.

  

10. 보건산업계열

   (1) 심리상담치료학과

       -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심리학 분야로 인간의 

심리현상을 이해하여, 인간의 행동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

문가를 양성한다.

   (2) 작업치료학과

       -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료재활 분야로써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과 함

께 활동하는 전문 작업치료사를 양성한다.

   (3) 안경광학과

       - 안경광학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눈과 안경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 굴절검사와 안경조제에 대한 기술을 갖춘 안경사를 양성한다.

   (4) 임상병리학과

       -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기술로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의 방향을 

제시하는 진단검사의학의 한 분야인 임상병리사를 양성한다.

   (5) 방사선학과

       - 의학의 눈이라 일컫는 방사선학과는 질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정보

제공은 물론 암 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6) 치위생학과

       - 치아와 구강위생 및 구강질환 전반에 걸쳐 치과의사의 협조자로서 모

든 구강질병의 예방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인 치위생사를 

양성한다.

   (7) 병원관리학과

       - 병원 원무행정과 보험청구 및 심사업무는 물론 병원 홍보마케팅, 기획 

및 재무분야 등 병원관리전반에 능통한 인재를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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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물리치료학과

       - 물리치료학과는 통증의 원인을 찾아주고,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키며, 

재활을 도와주며,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도와준다. 

Ⅳ. 지원자 유의사항

  1. 위․변조 서류 제출 적발 시 전형과정에 관계없이 즉시 불합격처리 함

  2. 입학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단, 원본은 반환함)

  3. 입학서류의 입력 사항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

이므로 입학서류 작성 및 준비에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4. 정부초청 학부장학생은 반드시 국립국제교육원 및 우리대학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함.

  5.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winzero@konyang.ac.kr)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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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yang University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Daehangro, Nonsan, ChungNam, Korea 320-711 

(Kor) http://www.konyang.ac.kr /  (Eng) http://english.konyang.ac.kr/

Ⅰ. Introduction

○ History

   · 1991 Konyang College founded with 400 students in 10 departments  

   · 2000 Konyang University Hospital (Daejeon Campus) opened

   · 2000 Best Campus in University Overall Evaluation

   · 2002 Excellent University of Education Inform promotion Selec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Sources Development.

   · 2004 The first prize (President Award) of Academic - industrial Research 

Department

   · 2005 Konyang History Institute opened    

   · 2007 Excellent University in Comprehensive Evaluation of Universities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2007 Excellent university in Comprehensive Evaluation of Management 

Analysis      

[Selected by the Development Foundation of private Schools] 

   · 2009 Awarded the Education Facility Reinforcement Project twice in 

successio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Student - Centered University

   · 516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other 8 countries

     - U.S.A, CANADA, JAPAN, CAMBODIA, MONGOLIA, HONGKONG, 

CHINA, TAIWAN

   · Provision of free physical examination to all attending students

   · Provision of dormitory for every international students 

   · Quarterly Korean Cultural experience programs 

   · Korean Language Supporter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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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dmission Procedures

1. Qualification

   - Selected as 2012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Passed TOPIK 3 Levels 

  

2. Documents 

   1) Application for Admission

   2) Personal Statement & Study Plan, 

   3) Three Original pictures (3.5cm x 4.5cm) 

Ⅲ. College & Departments

1. Global Communication College

   (1)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 The basic skills of English listening, reading, speaking and 

writing can be learned and practised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which has a unique focus on 

getting employment. 

   (2)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 The department has employed many Chinese professors and operated 

the program of 1-to-2 professor tutoring system, 3+1 Study 

Abroad System and 2+2 Double-Degree System

   (3)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 In order to cultivate experts on Japanology, the Japanese 

department is educating its students to both be proficient in 

Japanese language and area studies and develop business skills

2. College of Social Science 

   (1) Global Business 

     - Students who major in Management are trained to be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business management. Their training is i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business princip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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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Global Tourism 

     - Focusing on  practical business education, tourism management 

theory and foreign-language learning.

   (3) Police Adminstration

     - Police Administration is studying for the Office of Presidential 

Securit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fire stations, or 

working in the security-guard field.

   (4) Social Welfare

     - Based upon a people-oriented philosophy, the goal of the Social 

Welfare Major is to understand the diverse social problems 

   (5) Costume Design

     - To understand and apply this knowledge, our students learn to 

research general fashion design and performing arts clothing. 

   (6) Digital Contents

     - The department develops the professional manpower needed by 

the culture industry, and graduates can work as performance 

planners, performers, stage technical experts, vent planners, 

journalists, PDs, scenarists, media planners.

   (7) Visual Communication Design

     - We produce communication designers,  people who can work in 

advertising, packaging, editing, multi media, animation, digital 

photograph.

   (8) Medical Beauty

     - In order to train professionals with expert knowledge and skills 

in beauty culture, practical ability is strengthened through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9) Welfare & Sport

     - In order to develop the sport directors who will create a new 

sport culture in the future society.

  (10) Exercise Prescription

     - In order to prevent and treat degenerative diseases and chronic 

problems due to lack of exercise, the department trains students 

who will be able to develop suitable exercise programs according 

to the needs and capability of the individual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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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Mass-Media Art

     - This is a major which provides art professionals with compound 

ability in art production and visual and spatial art creation.

3. College of Engineering

   (1)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 In order to train experts in developing computer applications and 

give them the ability to develop software and hardware,

   (2) Electronic Information Engineering

     - For the purpose of training professionals to lead IT industries 

and advanced electronics, education courses of home network, 

embedded system.

   (3) Information Security

     - This major trains specialists in information security not only in 

such technical areas as code, hacking and virus, internet 

security, system security, but also in the area of  public 

institution communication networks.

   (4) Mechanical Engineering

     - In order to apply the theory and real life about the machines 

with high technology, the major develops experts who can create 

unlimited value though the connection with IT.

   (5) Architecture

     - As a kind of knowledge combining art, science and society and 

related to the field of construction management, safety 

supervision, life environment on the basis. 

   (6) Interior Architecture

     - The major researches the knowledge of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beautiful and delightful building and develops specialists in 

the fields of interior design.

   (7) Civil-System Engineering

     - For the life-support and convenience the civil life, the 

department develops specialists who can safely build the basic 

social infrastructure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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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Nano-biochemistry 

     - With the development of material which uses nano-sized constituents, 

the industries in the fields of life, information and environment 

are facing a turning point.

   (9) Food Science 

     - As the mass production and processing of food expands, convenience 

in cooking and safety are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10) Chemical & Biochemical Engineering 

     - Connecting technology and economical efficiency as a comprehensive 

knowledge of the production process which produces items with 

high added value and takes natural substances.

   (11) Pharmaceutical Engineering

     - Our students are trained to be global professionals of pharmacy 

who can not only work in the field of marketing, quality 

management, product process management

   (12) Biomedical Engineering

     - On the basis of electronic-engineering technology, the department 

trains specialists who can be in charge of designing of intelligent 

rehabilitation instruments,

4. College of Health & Engineering

   (1) Counseling & Psychotherapy

     - The department is training specialists with a good understanding 

of psychological phenomena in the field of applied psychology,

   (2) Occupational Therapy

     - The department develops professional therapists in the field of 

medical rehabilitation for people with physical and mental 

troubles because of accident or disease.

   (3) Ophthalmic Optics

     - To meet the increasing needs of ophthalmic optics, the department 

trains opticians who master not only the knowledge of eyes and 

glasses, but also the skills of refraction and optometry.

   (4) Laboratory Science

     - Being a part of the diagnosis examination field of medicin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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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trains professionals in clinical pathology who can 

present the direction of treatment as well as find out the reason 

for a disease, using scientific and professional technology.

   (5) Radiology

     - For getting an exact diagnosis of diseases, the Department of 

Radiology, which is praised as the eye of medical science, is 

training experts who provide information and care in cancer 

treatment.

   (6) Dental Hygiene

     - The department trains professionals of dental hygiene who can prevent 

mouth disease and take necessary measures as dentist's helpers 

on hygiene of the mouth and teeth and the treatment of mouth 

diseases.

   (7) Hospital Management

     - The department produces graduates who are capable in general hospital 

administration such as marketing, planning and finance field, 

and of course hospital general administration, insurance claim 

and examination business.

   (8) Physical Therapy

     - The physical therahy subject to find out the cause of ache, body 

enemy capability improves, assists in order to improve, assists a 

rehabilitation, the quality of life. 

Ⅴ. Notes

  1. Those who submit counterfeit or falsification documents will be disqualified.

  2. All application documents are not returned to individual applicant  

  3. Applicants are fully responsible for any mistake and omission in

     application documents.

  4. Submitted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the applicant.

  5. Korean Government Undergraduate Scholarship Program students are 

to abide by Konyang University & NIIED regulations.

  6. If you have any question, please contact Mr. seung-young Hyun,

     Administrative Assistant, at e-mail : winzero@ko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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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대 학 교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94-6번지

☞ 사이트: http://web.kyonggi.ac.kr/KyonggiEng

I. 경기대학교 소개

경기대학교는 역사의 도시 수원과 첨단 도시 서울에 두 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으며 현재 1만 5천여 학생과 700여 교직원이 우리 대학을 수도권 명문 대학에

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최고의 10대 명문 사학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

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에서는 자체 발전전략인 경기비전 2012를 기초

로 대학 내 핵심 역량을 개발하고, 대학 간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특성화 분야들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첫째, 디자인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브랜드 가치 혁

신을 주도할 수 있는 디자인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

음에 따라 국내 디자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디자인 관련 전공들을 

주축으로 지역사회 및 기업, 자치 단체 등과 연계한 신학협동 가치 창출을 목표

로 디자인과 비즈니스 분야가 연계된 우리 대학만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디자

인비즈니스 교육 특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1962년에 초대 설립된 관광대학은 현재 명실 공히 한국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관광대학에서는 관광이론과 실무를 갖추고 국제화, 정

보화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과 세계를 품에 안

고 주체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동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Ⅱ. 모집요강

1. 모집학과

(1) 서울캠퍼스

 법과대학

 법학과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경상대학

경제학과

예술대학

연기학과

영상학과

애니메이션학과

  언론미디어학과

전자디지털음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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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원캠퍼스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사학과

문헌정보학과

문예창작학과

러시아어문학과

법과대학

법학과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정보호학과

청소년학과

경찰행정학과

체육대학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경영학과

레저스포츠․건강학과

경호보안학과

경상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세무학과

응용정보통계학과

경영정보학과

국제통상학과

지식재산학과

관광대학

관광개발학과

외식․조리학과

이벤트학과

국제대학

국제관계학과

 * 국제산업정보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전자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물공학과

컴퓨터과학과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건축학과(5년제)

건축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환경에너지시스템공학과

전자공학과

도시⋅교통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화학공학과

본부대학

융합보안학과

예술대학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장신구⋅금속디자인학과

도예학과

한국화학과

서양화학과

미술경영학과

환경조각학과

서예⋅문자예술학과

2. 지원자격

(1) 국내 정규 대학의 한국어연수기관에서 한국어 정규과정 3급 이상 수료자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 최저 한국어 능력 기준 면제자 : 다음의 경우 최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

① 국내 정규 초·중·고 교육 기관에서 1년 이상 수학한 자

② 국내 4년제 정규 대학 2년(4학기) 이상을 수료(예정)한 자

③ 국내 정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④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및 러시아연방 및 독립국가연합의 고려인 

  ※ 국제산업정보학과 지원자는 최저 영어능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 TOEIC 800점, TOEFL(PBT 550점, CBT 213점, IBT 79점), IELTS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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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3.선발 방법

(1) 서류심사

     ① 지원자격 적부 심사   

     ②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③ 지원자 보증인의 재정 능력 여부 확인 

(2) 면접전형

①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잠재적인 학습 능력 및 한국어

   (또는 영어) 구사능력과 쓰기 능력 등 종합적인 사고력 및 상황에 

   대한 판단력을 평가한다.

② 개별면접으로 진행된다.  

③ 면접위원 2명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본교의 2011학년도 1학기 외국인 대학입학

   사정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4. 제출서류

(1) 외국인 신입학 원서(본교 소정 양식 사용)

(2) 접수비 10만원

(3) 외국 학력조회 동의 각서(본교 소정 양식 사용)

(4) 학업계획서(본교 소정 양식 사용)

Ⅲ. 연락처

경기대학교 국제교류팀

전화: +82-31-249-8770

이메일: oip@kgu.ac.kr

Ⅳ. 기타 유의사항

- 지원 철회나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지원자 스스로 모집요강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

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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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nggi University   

☞ Address: San 94-6 Iui-dong,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 Website: http://web.kyonggi.ac.kr/KyonggiEng

Ⅰ. Brief Information for Kyonggi University

Kyonggi University is an accredited, private, comprehensiv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established in 1947. KGU has over 16,000 students in various 

majors in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on two campuses, Seoul and 

Suwon. KGU is Korea’s leading University in the fi elds of Tourism and Art 

Design. KGU also has an excellent Korean Language Program.

Suwon Campus is the main campus, located on a site of Mt.Kwanggyo. 

Lying approximately 30 kilometers south of Seoul, Suwon is the city of 

education, technology, commerce and transportation. Suwon is also one 

of the most traditional and cultural city in Korea, home to UNESCO 

World Cultural Heritage Hwaseong Fortress.

Seoul Campus is mainly for graduate programs. Situated in the central 

area of downtown Seoul, it is conveniently reached from most important 

places of interest in the city.

Ⅱ. Guidelines for Applicants

1. Academic Programs [Undergraduate]

(1) Seoul Campus

Law

Law

Social Sciences

Public Administration

Economics &

Business Administration

Economics

Tourism Sciences

Tourism Management

Hotel & Restaurant Management

Arts

Acting

Visual Media & Art

Animation

Mass Media & Political Management

Electronic Digital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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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uwon Campus

Humanities

Korean Language & Literature

Japanese Language & Literature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French Language & Literature

German Language & Literature

Russian Language & Literature

Creative Writing

History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arly Childhood Education

Social Sciences

Public Administration

Social Welfare

Corrections

Youth Studies

Police Administration

Economics &

Business Administration

Economics

Business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Trade

Applied Information Statistics

Accounting & Tax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International Commerce

Intellectual Properties

Physic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Sport & Leisure Studies

Sports Management

Leisure Sport & Health Studies

Personal Protection & Security

Services

Law

Law

International Studies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Industrial Information

Tourism Sciences

Tourism & Recreation

Food Service & Culinary 

Management

Events Management

Natural Sciences

Mathematics

Electron Physics

Chemistry

Life Science

Food Science & Biotechnology

Computer Science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Architectural Engineering

Industrial & Management 

Engineering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Environmental Energy Systems

Chemical Engineering

Electronic Engineering

Mechanical System Engineering

Urban & Transportation 

Engineering

Arts

Korean Painting

Western Painting

Art Management

Environment Sculpture

Calligraphy & Charactering Art

Visual Communication Design

Industrial Design

Jewelry & Metal Design

Ceramic Art

Central College

Convergence Security

2. Eligibility Requirements

(1) Applicants should have completed (or expected to complete)    

his/her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2) Applicants and applicants’ parents are not citizens of Korea.

(3) Applicants (except for applicants in International Industrial    

Information) should meet one of the following Korean language 

proficiency requirements.

① Applicants should have the 3rd level of certificate from the 

   Korean Proficiency test (TOPIK).

② Applicants should have completed level 3 or higher of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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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institutes of Korean universities.

③ Applicants who meet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exempted from demonstrating proficiency in Korean

- Applicants have studied at least 1 year in Korean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 Applicants have completed (or expected to complete) at least 2  

years (4 semesters) in Korean Universities.

- Applicants have completed (or expected to complete) Korean 

colleges.

(4) Applicants in International Industrial Information should meet one 

    the following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requirements.

① TOEIC score of 800 or above

② TOEFL PBT score of 550, CBT score of 213, IBT score of 79 or above

③ IELTS score of 6.0 or above

3. Application Process

(1) Document Review

① Check for eligibility requirements

② Check for required documents

③ Check for declaration of financial support

(2) Interview

① Only the applicants who pass the document review get the 

   chance to have the interview

② Interviews are done individually, evaluating the potentials of 

   study, comprehensive thinking ability and situational decisiveness 

   as well as Korean language proficiency. 

4. Requirement Documents

(1) Completed Application Form

(2) Non-refundable application fee KRW 100,000

(3) Official Agreement for Enrollment and Academic Credits (Please 

    use the official form that can be downloaded from the website)

(4) Personal Statement (Please use the official form that can be downloaded 

    from the website. Personal statement must be written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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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pt for applicants in International Industrial Information)

 

Ⅲ. Contact

Kyonggi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Tel: +82-31-249-8770

Email: oip@kgu.ac.kr

Ⅳ. Important Notes

1. All documents should be in English or Korean. Documents in 

   another language should be accompanied by a notarized English 

   or Korean translation.

2. Admission may be rescinded if a student is found to have applied 

   through illegal means, such as submission of false/forged 

   documents or altered representation of application eligibility.

3. Evaluation score for admission will not be disclosed.

4. Application fee will not be returned to the applicants in all cases. 

5. Applicants who graduated foreign high school should submit 

   Certificate of (Expected) High School Graduation and official 

   transcript with Apostille or verification of the consul.

6. Other details regarding application process and review will be 

   determined by the Admissions Assessment Committee pursuant to 

   our admissions procedure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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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대 학 교   

  ☞ 주  소: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 사이트: http://www.gnu.ac.kr/

I. 대학소개

1. 대학정보관리

  (1) 일반정보

① 대학명: 경상대학교

② 학교 홈페이지: http://gnu.ac.kr

③ 국어문화원 홈페이지: http://ckc.gnu.ac.kr/

④ 국공사립 구분: 국공립

⑤ 설립연도: 1948년

〔교원 통계 현황〕
기준일: 2011. 4. 1

교수구분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겸임교수/초빙교수 시간강사 계

교수인원 649 112 176 378 1,315

〔학생 통계 현황〕
   기준일: 2011. 4. 1

학생구분 학사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기타 계

학생인원 21,444 2,317 496 35 531 24,823

2. 특성화 분야

(1) 생명과학분야

     - 주요 실적 Cell, Nature 등 최고 학술지에 논문 게재

     - 미국 주요 주립대 교수, 연구원 배출

     - 세계 최초 형질전환 적색 형광복제고양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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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인력양성 실적 평가

     - 경상대 EB-NCRC(환경생명과학 국가핵심연구센터) 사업‘최우수 등급’
     - 세계 학술지 논문 650여 편 발표, 특허 193건 성과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사업’ 2차 3개 과제 선정

     - 2008 교육과학기술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사업’ 4개 과제 선정

     - NURI사업‘ LOHAS경남사업단’ 선정

     - 2007 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BK21사업 ‘글로벌인재육성사업단’
       전국규모 경쟁에서 선정

     - 2005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유치

     - 2003 교육과학기술부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유치

     - 1999 교육과학기술부 1단계 BK21사업 ‘세계적대학원육성사업단’ 선정

     - 1990 한국과학재단지정 ‘우수연구센터(SRC)’ 유치

     - 1983 유전공학연구소 국내 최초 설립

   (2) 기계항공공학 분야

     - 주요 실적 KT-1, T-50 무인항공기 개발 참여

     - 2009 지식경제부 대학IT연구센터 육성·지원 사업 ‘항공임베디드센터’ 선정

     - 2008 지식경제부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양성사업

     - ‘경남·울산권 조선항공산업 전계장 분야 주문 형 인력양성사업’ 선정

     - 2006 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BK21사업 ‘첨단기계항공고급인력양성사업

단’ 선정

     - 2004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 유치

     - 1999 교육과학기술부 1단계 BK21사업 ‘지역우수대학육성사업단’ 선정

     - 1985 기계공학과 신설

   (3) 나노·신소재 분야

     - 주요 실적 세계 최고 성능의 유기 반도체 개발

     - 세계 최초 ‘광발광성 초분자’ 개발

     - 2단계 BK21 1차 연도 결과 지역단위 최상위 선정

       ‘아이큐브소재·부품인력양성사업단’
     - 2009 교육과학기술부 WCU사업 선정 - 차세대 이차전지 융합 부품·소

재 사업단

     - 2006 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BK21사업 ‘아이큐브 소재·부품인력양성사업

단’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BK21사업 ‘분자재료 및 나노화학사업단’ 선정

     - 2005 산업자원부 ‘21C 프론티어사업’ 주관대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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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1 러시아의정치와경제 3 0 0 

2 대학영어Ⅱ 3 3 0 

3 대학영어Ⅱ 3 3 0 

4 대학영어Ⅱ 3 3 0 

5 대학영어Ⅱ 3 3 0 

6 대학영어Ⅱ 3 3 0 

7 기초영작문 3 3 0 

8 기초영작문 3 3 0 

9 중급영어회화 1 0 2 

10 중급영어회화 1 0 2 

11 영어학개론 3 3 0 

12 영어학개론 3 3 0 

13 근대영미희곡 3 3 0 

14 영문법해설과응용 3 3 0 

15 영국시특강 3 3 0 

16 영어음운론 3 3 0 

17 영미수필 3 3 0 

18 영어의역사와어형태 3 3 0 

19 현대영미희곡 3 3 0 

20 영어번역 3 3 0 

21 대학영어Ⅱ 3 3 0 

22 대학영어Ⅱ 3 3 0 

23 대학영어Ⅱ 3 3 0 

24 대학영어Ⅱ 3 3 0 

25 대학영어Ⅱ 3 3 0 

26 대학영어Ⅱ 3 3 0 

27 대학영어Ⅱ 3 3 0 

28 대학영어Ⅱ 3 3 0 

29 대학영어Ⅱ 3 3 0 

30 대학영어Ⅱ 3 3 0 

31 대학영어Ⅱ 3 3 0 

32 대학영어Ⅱ 3 3 0 

33 대학영어Ⅱ 3 3 0 

34 대학영어Ⅱ 3 3 0 

35 대학영어Ⅱ 3 3 0 

     - 2003 정보통신부 ‘ITRC사업’ 선정

     - 2001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지정연구실’ 선정

     - 2000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선정

3. 외국어진행 강좌

   (1) 영어로 진행되는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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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36 대학영어Ⅱ 3 3 0 

37 대학영어Ⅱ 3 3 0 

38 대학영어Ⅱ 3 3 0 

39 대학영어Ⅱ 3 3 0 

40 대학영어Ⅱ 3 3 0 

41 대학영어Ⅱ 3 3 0 

42 대학영어Ⅱ 3 3 0 

43 대학영어Ⅱ 3 3 0 

44 대학영어Ⅱ 3 3 0 

45 대학영어Ⅱ 3 3 0 

46 대학영어Ⅱ 3 3 0 

47 대학영어Ⅱ 3 3 0 

48 대학영어Ⅱ 3 3 0 

49 대학영어Ⅱ 3 3 0 

50 대학영어Ⅱ 3 3 0 

51 대학영어Ⅱ 3 3 0 

52 대학영어Ⅱ 3 3 0 

53 대학영어Ⅱ 3 3 0 

54 대학영어Ⅱ 3 3 0 

55 대학영어Ⅱ 3 3 0 

56 대학영어Ⅱ 3 3 0 

57 대학영어Ⅱ 3 3 0 

58 대학영어Ⅱ 3 3 0 

59 대학영어Ⅱ 3 3 0 

60 중국어회화연습1 1 0 2 

61 중국어회화연습1 1 0 2 

62 중국어회화연습2 1 0 0 

63 중국어회화연습2 1 0 0 

64 중국어회화연습3 1 0 2 

65 중국어연습 1 0 2 

66 심리학사 3 3 0 

67 인터넷정치론 3 3 0 

68 국제관계원강 3 3 0 

69 유럽정치론 3 3 0 

70 도시행정론 3 3 0 

71 컴퓨터시스템공학 3 3 0 

72 시스템운영 1 1 0 

73 시스템운영실습 1 0 2 

74 정보과학개론 3 3 0 

75 데이터통신 3 3 0 

76 회귀분석 3 3 0 

77 금융확률모형 3 3 0 

78 모바일프로그래밍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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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79 프로젝트관리론 3 3 0 

80 비지니스모델과창업론 3 3 0 

81 경영정보시스템 3 3 0 

82 글로벌마케팅 3 3 0 

83 글로벌마케팅 3 3 0 

84 인터넷비즈니스전략 3 3 0 

85 인터넷비즈니스전략 3 3 0 

86 통상영어연습3 1 0 2 

87 통상영어연습1 1 0 2 

88 통상영어연습1 1 0 2 

89 통상영어연습1 1 0 2 

90 통상영어연습3 1 0 2 

91 통상영어연습3 1 0 2 

92 계량분석의컴퓨터응용 3 3 0 

93 국제경영론 3 3 0 

94 생체재료 3 3 0 

95 재료정역학 3 3 0 

96 산학협동강좌 1 0 2 

97 공학수학1 3 3 0 

98 전자회로1 3 3 0 

99 전자기이론1 3 3 0 

100 생물환경공학 3 3 0 

101 반응공학1 3 3 0 

102 공학수학2 3 3 0 

103 열역학 3 3 0 

104 기계진동학 3 3 0 

105 기구학 3 3 0 

106 메카트로닉스및실험 3 2 2 

107 응용경제수학 3 3 0 

108 농업경제통계학 3 3 0 

109 목질신소재공학 2 2 0 

110 펄프공학 2 2 0 

111 가구디자인 2 2 0 

112 목재재료역학 2 2 0 

113 기초나노공학 2 2 0 

114 식물선충학 2 2 0 

115 정역학 3 3 0 

116 농업원격탐사개론 3 3 0 

117 영미법 3 3 0 

118 영어학의 이해 3 3 0 

119 영어교재개발및연습 3 3 0 

120 영어쓰기4 2 1 2 

121 영어읽기지도론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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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122 영어쓰기3 2 2 0 

123 영어듣기와말하기4 2 2 0 

124 영어듣기와말하기4 2 2 0 

125 영어과수업연구 3 3 0 

126 영어듣기와말하기2 2 2 0 

127 문화간의사소통론 3 3 0 

128 영어말하기 2 1 2 

129 영어듣기와말하기2 2 2 0 

130 해석학1 3 3 0 

131 위상수학1 3 3 0 

132 응급처치학 2 1 2 

133 수생동물질병학Ⅰ 2 2 0 

134 수의외과학총론 2 2 0 

135 인간성장발달과간호 2 2 0 

136 해사영어 3 3 0 

137 공학수학2 3 3 0 

138 기계진동학 3 3 0 

139 에너지기계실험1 3 0 6 

140 공학수학 3 3 0 

141 정수처리설계 2 2 0 

142 대기오염개론 2 2 0 

143 분자생물학 2 2 0 

144 약화학 2 2 0 

145 약학개론 2 2 0 

146 생약학1 3 3 0 

147 물리약학1 2 2 0 

148 약품합성학1 3 3 0 

149 약품분석학1 3 3 0 

연번 교과목 명 학점 이론 실습

1 독어음성학 3 0 0 

2 생활독어3 2 1 2 

3 생활독어2 2 0 4 

4 생활독어2 2 0 4 

5 언어실습1 1 0 2 

6 초급러시아어회화1 1 0 2 

7 초급러시아어회화1 1 0 2 

8 언어실습1 1 0 2 

9 중급러시아어회화1 1 0 0 

10 고급러시아어 2 0 0 

(2) 기타 외국어로 진행되는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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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교과목 명 학점 이론 실습

11 고급러시아어회화 1 0 2 

12 러시아문학과영화읽기 3 3 0 

13 시청각프랑스어 2 0 4 

14 시청각프랑스어 2 0 4 

15 프랑스어회화2 1 0 2 

16 프랑스어회화2 1 0 2 

17 고급프랑스어회화 1 0 2 

18 고급중국어1 3 0 0 

19 중국희곡 3 3 0 

20 일어교육논리및논술 2 2 0 

21 일어회화2 2 2 0 

22 일어회화Ⅳ 2 2 0 

23 일어작문Ⅱ 2 2 0 

24 일어회화6 2 2 0 

     

   (3) 영어 전용강좌 비율

   ① 영어 전용강좌 비율: 5.7%

전체 강좌 수 영어강의 강좌 수 영어강의 강좌비율(%)

필수 선택 계 필수 선택 계 필수 선택 계

799 1708 2507 75 68 143 9.4 4.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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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집요강

1. 지원자격

(1) 추천대상 국적 소유자(본인 및 부모)

  ※ 지원자가 한국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는 지원불가

(2) 초, 중,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예정)자

(4) 한국에서 장기간 유학이 가능할 정도로 심신이 건강한 자

  ※ 임신 및 질병 치료 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음

2.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서식 1) 1부 

  (2) 학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1부

  (4) 추천서 1부 (한국어지도교사, 교수, 어학연수기관장 등:소정양식) 

  (5) 자기 건강 진단서(소정양식) 1부

  (6)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7)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8)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인정서 및 성적표 1부

  (9)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1부

  (10)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증명서 1부

3. 유의사항  

  (1)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전형이 불가능할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하며 제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지원자는 전형기간 중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

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입학전형원칙에 따른다.

  (4)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타 대학에 이중등록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한 

경우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된다.

  (5)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재학 중이라도 합격 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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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단위
모집 단위
내의 전공

대학 모집단위
모집 단위
내의 전공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과 공과

대학

전자공학과

반도체공학과독어독문학과

제어계측공학과러시아학과

불어불문학과 법과

대학
법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농업

생명

과학

대학

농업경제학과

농학과중어중문학과

동물생명과학과철학과

식품공학과한문학과

원예학과민속무용학과

응용생물학과

사회

과학

대학

경제학과

축산학과사회복지학과

환경생명화학과사회학과

환경산림과학부
산림환경자원학전공

,환경임산학전공

심리학과

정치외교학과

생물산업기계공학과
행정학과

지역환경기반공학과

자연

과학

대학

미생물학과

사범

대학

교육학과

생물학과 국어교육과

생화학과 역사교육과

컴퓨터과학과 영어교육과

정보과학과 윤리교육과

물리학과 일반사회교육과

수학과
일어교육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지리교육과

정보통계학과 가정교육과

지구환경과학과 물리교육과

화학과 생물교육과

수의예과 수학교육과

화학교육과
경영

대학

경영정보학과

미술교육과경영학과

음악교육과국제통상학과

체육교육과회계학과

4. 모집단위

     모집단위 및 인원 : 모집단위별 약간 명(정원 제한 없음)

   - 학부에 합격한 자의 전공 배정은 학칙 등 본 대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건축학과는 5년제 완성 편제, 수의예과는 예과 2년과 본과 4년 과정으로 

편제됨

   - 수의예과는 후기 입학이 불가함



- 51 -

대학 모집단위
모집 단위
내의 전공

대학 모집단위
모집 단위
내의 전공

공과

대학

기계공학부 간호

대학
간호학과

항공우주시스템공학과
나
노∙
신
소
재
공
학
부

고분자공학전공

해양

과학

대학

수산경영학과

해양생명과학과금속재료공학전공

해양식품공학과

세라믹공학전공
해양경찰시스템학과

산업시스템공학부
산업공학전공,
산업정보공학전공

해양토목공학과

해양환경공학과
건축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건축학과

에너지기계공학과
도시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토목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전기공학과

Ⅳ. 정부초청장학생 안내사항

1. 기숙사 정보 및 장학금

  (1) 기숙사 현황

일반기숙사 수용인원 3,254명

구분 성별
1인1실

(BTL)
2인1실 3인1실 4인1실

기타

(APT형

2인실)

비용(월)

<단위:＄>

남 137.9 88.6 72.4 111.8

여 137.9 83.4 96.3 111.8

비고

- 비용은 관리비만 표기 함(생활관비=관리비+식비)

- 식비 : 323식×1,650원=532,950원(한 학기기준)

        (한 학기기준)÷3.6월=148,04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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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여부

장학금명칭 장학금규모 기타 담당부서 메일

1인당지원액 지원자격 담당자 전화 FAX

Y

연구보조

장학금
62,000,000원 대학원

+82-55-772

-0087

82-55-772

-0089

1,800,000원 전일제학생 정량 ryang@gnu.kr

Y
남애 

장학재단
부분

남애 

장학재단

  (2) 기숙사 식당

학생식당 조식 중식 석식
가격(평균)

<단위:$>

제공여부 제공 제공 제공 1.5

  (3) 장학금

장학금
교내장학금

<단위:$>

교외장학금

<단위:$>
비고

일반
연간예산 7,294,478 6,380,604

수혜인원 12,435 8,896

외국인
연간예산 83,342 50,263

수혜인원 199 55

  (4) 수업료

연간수업료

<단위:$>(계열)
학사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추가

이학계열 3,917 4,207 4,207 4,207

공학계열 4,216 4,528 4,528 4,528

인문사회계열 3,181 3,404 3,404 3,404

수의학 5,704 5,760 5,760 5,760

의학 5,776 5,760 5,760 5,760

2. 유학지원 프로그램

  (1)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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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여부

과정 명 학습기간 수업료(학기당)

기타
정원 지원 자격 수업료(월액)

Y

한국어연수 1년 과정 230만원

- 현재 5개 반임.

- 1년 과정으로 학기제로 

  운영함.

- 1년 과정 운영시수는 

  720시간으로 학기당

  360시간 운영함.

- 정부초청장학생의

  한국어연수 운영시수는 

  1,000시간 이상으로 

  여름․겨울방학 때 각각

  140시간을 보충하고

  있음.

반별 

15명 이내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
383,000원

지원

여부

장학금명칭 장학금규모 기타 담당부서 메일

1인당지원액 지원자격 담당자 전화 FAX

1,500,000원

외국인

유학생

(아시아권

유학생)

남애 

장학재단

+82-31-932

-7247

+82-31-

932-9006

육천 연구

장학재단
부분 부분 연구지원과 hhh@gnu.ac.kr

500,000원

․직전학기성

적우수자

․1년 이상 장

기 자비유학

자

․생계가 곤란

한자

하효형
+82-55-772-

0209

+82-55-772

-0210

Y

외국인유학생장학금 부분 대외협력과 sujin20540@gnu.ac.kr

387,500원
․학부 자비 

 유학생
주수진

+82-55-772-

0272

+82-55-772

-0269

   

  (2) 어학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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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의시설

• 도서관 : 대학도서관은 교수와 학생, 지역민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들의 교육

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학술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수

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학술정보관, 

의학 분관, 해양과학분관, 법학분관, 문천각 등 6개 도서관을 갖추고 있습니

다. 110만여 권의 장서와 1만 9천여 종의 학술지, 전자저널과 해외 온라인 데

이터베이스 등 각종 전자매체자료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 박물관 : 박물관은 경남지역의 선사와 고대문화를 조사·연구하기 위한 목적으

로 1984년 개관하였으며, 이 지역에서 출토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시대의 

유물과 삼국시대의 가양고분 출토 유물 등 1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 500여 점을 전시함으로써 교수연구와 학습, 그리고 선사와 고대문화에 대

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 공동실험실습관 :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된 연구기기의 공동 활용으로  교수와 

연구진들에게 정확하게 분석된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각종 연구 활동을 

지원,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핵자기공명 분광기, 투과/주

사전자현미경, 질량분석기(GC, Maldi-Tof Mass, etc), X-ray 관련기기 등 

200여 점의 각종 첨단 분석기기를 갖추고 우리나라 기초과학발전에 일익을 담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칠암 캠퍼스의 의과대학과 통영캠퍼스의 해양과학대

학에 분관을 두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문방송사 : 신문방송사는 학내언론사로서 민주이념과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인격을 도야하고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방법을 교수·연구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에 중추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건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올

바른 언론문화 창달 및 언론관 확립을 통하여 대학벌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1980년 9월 20일 기존 분리 운영되었던 경상대신문

사, 영어잡지사, 경상방송국을 통합한 신문방송사는 교내 각종소식의 신속한 

전달, 학문과 교양증진, 학교홍보를 위하여 ‘ 경상대신문’과 영어잡지인 

‘PINEER'을 발간하고 GNU뉴스제작 · 방영, 교내 영상방송, 인터넷방송 오디

오방송, 음악 감상실 운영 등의 방송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학생기자(국원)들

의 직무능력 교육, 언론사 인턴, 진로상담 등 다양한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개

발 ·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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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부 : 출판부는 우수한 교양교재, 교양총서, 전공교재, 학술도서 등을 개발 

· 출판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본교 재직 교수들의 저술활동을 지원함으로

써 학문적 연구 성과 및 지역적 특성을 등을 널리 알리고, 대학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기관입니다. 

• 학생생활관 : 학생생활관은 최근 BTL 사업으로 신축한 2개 동의 기숙사를 포

함하여 모두 9 개동에 3,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숙사와 PC실, 

정독실, 영화감상실, 휴게실, 야외 체육시설 등 각종 후생복지시설과 면학환경

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 웰빙 센터(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등)를 개장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

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원 : 1996년 설립인가를 받은 수 1997년에 첫 입학생으로 시작한 평

생교육원은 ‘열린 교육’을 목적으로 각종 자격증과정과 교양과정 교육프로그램

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

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과 시설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대학과 지

역이 상호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보건진료소 : 1985년 9월 개소한 보건진료소는 연 20,000여 명에 이르는 대

학 구성원들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예방접종(독감, 감염), 보건통계, 구급약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과학영재교육원 : 과학영재교육원은 2004년 10월 5일 전국에서 20번째로 과

학기술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대학부설 교육원으로 인가되어 2004년 11월 24

일 설립되었습니다. 과학영재교육원은 진주교육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여 각 

교과목에 대한 교육을 초등과정은 진주교육대학에서, 중등과정은 본교에서 각

각 맡고 있습니다. 두 대학의 40여 명의 교수들은 그동안 첨단을 추구하던 연

구 활동과 고급 지식을 교육하던 경험, 그리고 우수한 교육연구시설을 이용하

여 교육을 하고 있으며, 대학 내 연구원, 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한 인근 초·중등

학교의 교사 등 20여 명의 강사들이 함께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한 편의 여러 연구시설과 견학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도

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초등부에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중등

부에 기초과정, 심화과정, 사사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기초과정 선발시험을 통

과한 학생들은 1년간의 교육을 마치면 다음 단계로 진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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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보전산원 : 교육정보전산원은 대학 내 정보시스템 개발과 정보기술 서

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1980년에 전자계산소로 설립되어 점차 그 기능이 확

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정보전산원은 정보지원센터와 e-러닝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기관 산하에 정보 처리실, 전산운영실, e-러닝지원실, 

정보교육실, 정보기획실, 행정실, 정보서비스팀이 있습니다. 본 센터는 부산·
울산·경남권역의 대학 간 컨소시엄을 통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콘텐츠 제작

을 지원하기 위하여교과부로부터 경남권역 대학 e-Learning지원센터와 원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의 발전을 위하여 경남종합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센터는 본교와 지역 내 정규 대학생들

의 e-러닝뿐만 아니라 산학협동을 통한 산업인력의 e-러닝도 동시에 실시하

고 있어 지역의 지식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 : 학생 생활의 질 향상과 취업 및 각종 진로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정보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조사연구와 기타 필요한 지원활

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 일류대학의 실현을 위하여 진로상담, 진

로개발, 취업촉진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율적 운영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 국제어학원 : 국제어학원은 국제화·지식정보화 사회에 즈음하여 세계 각국의 

유수대학들과 인적·학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보

급하는 데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정선된 양질의 외

국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학생과 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의 어학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멀티미디어실 등 첨단시설을 구비하여 정규생활영

어, 영어회화과정, 어학시험 준비과정, 어학능력증진 과정, 일어과정, 프랑스

어과정, 중국어과정, 한국어과정은 물론 영어심화캠프, 어린이강좌 등 특별어

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설 중·고등학교 :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는 슬기롭고 참되며 착한 사람

을 기른다는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인성·예절교육, 체

계적인 통합 교과형 논술지도, 남녀공학체제를 통한 양성평등교육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고, 교육

기자재 및 교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면학분위기 조성과 핵생 및 교원의 복지향

상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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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교육혁신센터 :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국제적 기준에 맞춘 공학전문인 양성

을 목적으로 하는 공학교육인증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06년 3월 공과대

학 부속공학교육인증관리센터로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10월 공학교육혁신센

터로 명칭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면서 2009년 3월 본부기관으로 개편되

었습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는 다양한 공학교육혁신프로그램과 공학교육인증제 

운영을 통하여 본 대학을 졸업한 엔지니어들이 세계표준 공학인증기준을 만족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학도의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어문화원 : 국어문화원은 2005년 10월 1일,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화관광부

로부터 경남권역의 대표 ‘국립국어상담소’로 지정 받았으며 경남인의 국어 생

활에 도움을 주는 여러 일(국어 상담, 문장 교정ㆍ윤문, 찾아가는 국어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학생군사교육단 : 제126학생군사교육단은 1965년에 창설되었으며 학군사관 후

보생, 대학장학생, 학사사관후보생을 모집, 선발,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금까지 

1700여 명의 ROTC 장교들을 양성, 배출하였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

을 갖고 있는 대학생 중 우수자를 선발, 훈련을 통하여 학문과 인격을 겸비시

킨 후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 군이라는 조직사회에서 개인의 책임감 및 

사명감을 함양하고 창의력과 리더십을 배양합니다. 전역 후 사회로 진출하거

나 군에 계속 남아서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역군으로 각자의 진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학생군사 교육기관입니다.

• 동아리 활동 : 본교에는 스포츠, 음악, 댄서, 미술 등등 모두 104개의 동아리

가 등록되어 각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동아리 별로 평소 활발한 활동을 

통해 기량을 점검하고 학내외 각종 행사시 공연과 전시회를 갖는 등 선후배간

의 우애를 다지고 대학생활의 보람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활동이 되고 있다. 

• 개척대동제 : 매년 10월 개교기념일을 전후해 개최되는 개척대동제는 학생, 

교직원,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대동의 장으로 미스터 경상선발대회, 태권도, 

검도시범, 락 음악 페스티발 등의 동아리 공연과 학과주점 개점, 유명연예인 

초청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와 각종 문화행사가 가좌벌 전역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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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업무담당자 연락

  1. 주  소 : 660-701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대외협력과

  2. 전  화 : +82-55-772-0272

  3. 팩  스 : +82-55-772-0269

  4. E-mail :sujin20540@gnu.ac.kr(주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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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Address: 501 Jinjudaero Jinju Gyeongnam, 660-701

☞ Website: http://www.gnu.ac.kr/

I. Introduce

1. Information of university

(1) General Information

① Name of universit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② Homepage: www.gnu.ac.kr

     ③ Korean Language Website: http://ckc.gnu.ac.kr/

     ④ National/Public/Private: National

     ⑤ Foundation: 1948 year

〔Statistics of Faculties〕
The basic date: April 1, 2011

Classification
Professor/ 
Associate  
Professor

Assistant 
Professor/ 
Full-time 
Lecturer

Adjunct 
Professor/ 

Invited   
Professor

Part-time 
instructor

Total

Number 
of   

Faculties
649 112 176 378 1,315

〔Statistics of Students〕
The basic date: April 1, 2011

Classificat

ion
Bachelor Master Doctor

Master&D

octor

The 

others
Total

Number of 

 Students
21,444 2,317 496 35 531 24,823

2. Specialized Programs

(1) Biological Science

   ① Major performance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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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blished in Cell, Nature and other scholarly magazines

      - Faculty members and researchers educated at state universities 

in the US

      - Produced the first transformed red fluorescent cloned cat 

      - 2010- Received the highest marks for GNU EN-NCRC enterprise  

from

      - The 2010 performance record under the category of educator 

researchers

      -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Korean Research Association 650 articles published in 

international scholarly magazines 193 patents obtained

      - 2009 Chosen to work on 3 projects in the 2nd Stage WCU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2008 Chosen to work on 4 projects as a WCU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Selected as the LOHAS 

Gyeongnam  Enterprise for NURI Enterprise

      - 2007 Chosen to work on the 2nd stage of BK21 Enterprise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2005 Chosen to op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MRC

      - 2003 Chosen to op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NCRC

      - 1999 Chosen to work on the 1st stage of BK21 enterprise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1990 Chosen to open the Korea Science Association SRC

      - 1983 Established the first Genetic Engineering Research Center

   

   (2)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Field

     ① Major performance record

      - Participated in KT-1 and T-50 robot plane envelopment

      - 2009 Chosen as the Aerospace Embedded Center at the University 

IT Research Center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 2008 Chosen as a suitable local business center for the education 

of human capital by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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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sen as an education center for human capital in shipping and aerospace 

engineering building division for the Gyeongnam and Ulsan area

      - 2006 Chosen as a high-tech aerospace education center for the 

2nd stage of BK 21 Enterprise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2004 Attracted the Transportation and Mechanical Parts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 1999 Chosen as an outstanding local university for the 1st stage 

of BK 21 Enterprise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1985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established

   (3) Ni　o and New Materials Field

     ① Major performance record

      - Development of the world’s best organic semiconductor material

      - Development of the first light-emitting super molecule

      - Selected as the best results-producing institution in the region 

after the 2nd stage of BK 21 (1styear) I-cube Material and 

Parts Education Center

      - 2009 Chosen as a WCU enterprise center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materials & parts integrating 

next-generation secondary batteries

      - 2006 Selected as an I-cube Material and Parts Education enterprise 

for the 2nd stage of BK21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Selected as a molecular material and 

nana-chemical enterprise for the 2nd stage of BK21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2005 Selected as a Supporting College for 21st Century Frontier 

Enterprises by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Resources

      - 2003 Chosen as a Supporting College for ITRC enterprises by 

the Ministry of Informational Technology

      - 2001 Appoi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s a research center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2000 Selected as the central research center by the Education 

Improve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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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urses Credit Theory Practice

1
Studies in Russian Politics and 

Economy
3 0 0 

2 College English II 3 3 0 

3 College English II 3 3 0 

4 College English II 3 3 0 

5 College English II 3 3 0 

6 College English II 3 3 0 

7 Practical English Composition 3 3 0 

8 Practical English Composition 3 3 0 

9 English Public Speaking 1 0 2 

10 English Public Speaking 1 0 2 

11 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3 3 0 

12 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3 3 0 

13 Modern British and American Plays 3 3 0 

14
Explaining and Applying English 

Grammar
3 3 0 

15 Special Topics for English Poetry 3 3 0 

16 English Phonology 3 3 0 

17 British and American Essays 3 3 0 

18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and 

Word Forms
3 3 0 

19
Contemporary British and American 

Drama
3 3 0 

20 English Translation 3 3 0 

21 College English II 3 3 0 

22 College English II 3 3 0 

23 College English II 3 3 0 

24 College English II 3 3 0 

25 College English II 3 3 0 

26 College English II 3 3 0 

27 College English II 3 3 0 

28 College English II 3 3 0 

29 College English II 3 3 0 

3. English Taught Classes

   (1) English Taught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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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urses Credit Theory Practice

30 College English II 3 3 0 

31 College English II 3 3 0 

32 College English II 3 3 0 

33 College English II 3 3 0 

34 College English II 3 3 0 

35 College English II 3 3 0 

36 College English II 3 3 0 

37 College English II 3 3 0 

38 College English II 3 3 0 

39 College English II 3 3 0 

40 College English II 3 3 0 

41 College English II 3 3 0 

42 College English II 3 3 0 

43 College English II 3 3 0 

44 College English II 3 3 0 

45 College English II 3 3 0 

46 College English II 3 3 0 

47 College English II 3 3 0 

48 College English II 3 3 0 

49 College English II 3 3 0 

50 College English II 3 3 0 

51 College English II 3 3 0 

52 College English II 3 3 0 

53 College English II 3 3 0 

54 College English II 3 3 0 

55 College English II 3 3 0 

56 College English II 3 3 0 

57 College English II 3 3 0 

58 College English II 3 3 0 

59 College English II 3 3 0 

60 Chinese Conversation Exercise 1 0 2 

61 Chinese Conversation Exercise 1 0 2 

62 Chinese Conversation Exercise II 1 0 0 

63 Chinese Conversation Exercise II 1 0 0 

64 Chinese Conversation Exercise III 1 0 2 

65 Chinese pronunciation exercise 1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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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urses Credit Theory Practice

66 History of Psychology 3 3 0 

67 Internet and Politics 3 3 0 

68 International Politics English Seminar 3 3 0 

69 Readings in Politics( in English) 3 3 0 

70 Urban Administration 3 3 0 

71 Computer System Engineering 3 3 0 

72 System Administration 1 1 0 

73 Practice of System Administration 1 0 2 

74 Introduction to Information Science 3 3 0 

75 Data Communications 3 3 0 

76 Regression Analysis 3 3 0 

77 Probability Models in Finance 3 3 0 

78 Mobile Programming 3 3 0 

79 Project Management 3 3 0 

80
Information Technology Strategy and 

Entrepreneurship
3 3 0 

81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3 3 0 

82 Global Marketing 3 3 0 

83 Global Marketing 3 3 0 

84 Internet Business Strategy 3 3 0 

85 Internet Business Strategy 3 3 0 

86 Practice in Business English 1 0 2 

87 Practice in Business English 1 1 0 2 

88 Practice in Business English 1 1 0 2 

89 Practice in Business English 1 1 0 2 

90 Practice in Business English 1 0 2 

91 Practice in Business English 1 0 2 

92
Microcomputer Applications in 

Economics
3 3 0 

93 International  Management 3 3 0 

94 Biomaterials 3 3 0 

95 (Statics of materials) 3 3 0 

96 Seminar 1 0 2 

97 Engineering Mathematics 1 3 3 0 

98 Electron Circuits I 3 3 0 

99 Electromagnetic I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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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urses Credit Theory Practice

100 Biological Environmental Engineering 3 3 0 

101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1 3 3 0 

102 Engineering Mathematics 2 3 3 0 

103 Thermodynamics 3 3 0 

104 Mechanical Vibration 3 3 0 

105 Kinematics of Mechanisms 3 3 0 

106 Mechatronics and Experiment 3 2 2 

107 Applied Mathematics for Economics 3 3 0 

108 Statistics Agricultural Economic 3 3 0 

109 Advanced materials for Woody Materials 2 2 0 

110 Pulp Technology 2 2 0 

111 Furniture Design 2 2 0 

112 Wood Mechanics 2 2 0 

113 Principle of Nanotechnology 2 2 0 

114 Plant hematology 2 2 0 

115 Statics 3 3 0 

116
Fundamentals of Remote Sensing for 

Agriculture
3 3 0 

117 Anglo-American Law 3 3 0 

118 Understanding of English Linguistics 3 3 0 

119
English Teaching  Materials  

Development
3 3 0 

120 English Writing 4 2 1 2 

121 Teaching English Reading 3 3 0 

122 English Writing 3 2 2 0 

123 English Listening and Speaking 4 2 2 0 

124 English Listening and Speaking 4 2 2 0 

125 Teaching English Practicum 3 3 0 

126 English Listening and Speaking 2 2 2 0 

127
The Theory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3 3 0 

128 English Speaking 2 1 2 

129 English Listening and Speaking 2 2 2 0 

130 Analysis I 3 3 0 

131 Topology I 3 3 0 

132 Emergency Treatment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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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urses Credit Theory Practice

133 Aquatic Animal Diseases Ⅰ 2 2 0 

134 Veterinary Surgery 2 2 0 

135 Human Development and Nursing 2 2 0 

136 Marine English 3 3 0 

137 Engineering Mathematics 2 3 3 0 

138 Mechanical Vibration 3 3 0 

139 Energy Mechanical Experiment I 3 0 6 

140 Engineering Methematics 3 3 0 

141 Integrated Design of Water Treatment 2 2 0 

142 Introduction of Air Pollution 2 2 0 

143 Molecular Biology 2 2 0 

144 Pharmaceutical Organic Chemistry 2 2 0 

145 Introduction to Pharmacy 2 2 0 

146 Pharmacognosy 1 3 3 0 

147 Physicochemical Pharmacy 1 2 2 0 

148 Pharmaceutical Synthesis 1 3 3 0 

149 Analysis in Pharmaceutics 1 3 3 0 

No. Course Credit Theory Practice

1 German Phonetics 3 0 0

2 Active German III 2 1 2

3 Active German II 2 0 4

4 Active German II 2 0 4

5 Practice of Russian Language I 1 0 2

6 Elementary Russian Conversation I 1 0 2

7 Elementary Russian Conversation I 1 0 2

8 Practice of Russian Language I 1 0 2

9 Intermediate Russian Conversation I 1 0 0

10 Advanced Russian 2 0 0

11 Advanced Russian Conversation 1 0 2

12 Russian Literature and Cinema 3 3 0

13 AV French 2 0 4

 

   (2) A Course in a Foreig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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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urse Credit Theory Practice

14 AV French 2 0 4

15 French Conversation 2 1 0 2

16 French Conversation 2 1 0 2

17 Advanced French Conversation 1 0 2

18 Advanced Chinese I 3 0 0

19 Chinese Dramas 3 3 0

20
Composition for Critical Thinking in 

Japanese Education
2 2 0

21
Japanese Conversation II (Spoken 

Japanese II)
2 2 0

22 Japanese Conversation IV 2 2 0

23 Japanese Writing 2 2 2 0

24 Japanese Conversations VI 2 2 0

   (3) Rate of English Taught Courses

   ① Rate of English Taught Courses : 5.7%

Number of Courses
Number of English Taught 

Courses

Rate of English Taught 

Courses(%)

Required 

Courses

Optional 

Courses
Total

Required 

Courses

Optional 

Courses
Total

Required 

Courses

Optional 

Courses
Total

799 1,708 2,507 75 68 143 9.4 4.0 5.7 



- 68 -

Ⅱ. Guidelines for Applicants

1. Qualifications

  (1) Both applicant and his/her parents must be citizens of the 

foreign country

  ※ Applicants cannot have Dual Korean citizenship.

  (2) Those who have completed the educational curriculum equivalent  

to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ourses overseas.

  (3) Achieved level 3 or higher on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4) Applicants who are in good health,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to stay in Korea for a long period of time

2. Required Documents

  (1) Application form(Form 1)

  (2) Statement of Purpose(Form 2)

  (3) Personal Medical Assessment(Form 3)

  (5) Copies of Diploma, graduation certificate

  (6) Official transcript of perviously attended graduate institutions

  (7) Certificate of TOPIK score 

  (8) Copies of passport & alien registration card

  (9) Certificate of Scholarship(issued by NIIED)

3. Notice

  (1) If the application forms and supporting documents are incomplete or 

unsatisfactory, the applicant will be disqualified from the 

admissions process. None of the submitted documents and fees 

will be returned.

  (2) An applicant must be careful to stay in contact with GNU during the 

applying and registration period.

  (3) Matters not stipulated in the outlines shall comply with the student 

selection procedures and regulations of GNU and NIIED.

  (4) An applicant who accepts an offer of admission from GNU can not 

register with a different university. If so, admission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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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Program Unit / Department  Major

College of 

Humanities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Russian Studies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History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Philosophy  

Korean Classics in Chinese  

Ethnic Dance  

College of 

Social Science

Economics  

Social Welfare  

Sociology  

Psychology  

Political Science  

Public Administration  

College of 

Natural Science

Microbiology  

Biology  

Biochemistry  

Computer Science  

Information Science  

Physics  

Mathematics  

Food and Nutrition  

Clothing and Textiles  

Information Statistics  

Earth & Environment   Science  

Chemistry  

Pre-veterinary Medicin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Business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Trade  

Accounting  

Mechanical Engineering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Nano & Polymer Science and  

cancelled.

  (5) If any false information is found after admission or enrollment, 

admission will be cancelled.

4. Admission of Students to a University by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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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Program Unit / Department  Major

College of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Engineering

Metallurgical and 

Materials Engineering

 

Ceramic Engineering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Architectural Engineering  

Architecture  

Urban Engineering  

Biological and 

Chemical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Electronic Engineering  

Semiconductor Engineering  

Control and Instrumentation 

Engineering 

 

College of Law Law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Agriculture Economics  

Agronomy  

Animal Bioscience  

Food Science and Technology  

Horticulture  

Applied Biology  

Animal Science  

Applied Life Chemistry  

Forest   Environmental Resources  

Bio-Industrial Machinery

Engineering

 

Agricultural  Engineering  

College of 

Education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History Education  

English Education  

Ethics Education  

Social Science Education  

Japanese Education  

Geography Education  

Home Economics Education  

Physics Education  

Biology Education  

Mathematics Education  

Chemist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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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Program Unit / Department  Major

Art Education  

Music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College of Nursing Nursing  

College of 

Marine Science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Marine   Biology and Aquaculture  

Marine Food and Life Science

 Engineering

 

Maritime Police System  

Ocean Civil Engineering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Mechanical   System Engineering  

Energy   and Mechanical Engineer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Marine Engineering

 

Ⅳ. 정부초청장학생 안내사항

1. Dormitory & Scholarship

 (1) Dormitory 

Dormitory
The number of 

Persons To Be 

Admitted

3,254

Sex

1 

person

/1room

2 persons

/1 room

3 

persons

/ 1room

4 persons

/1room

Etc.

(Type of 

APT on 

Double)

기타

(APT형

2인실)

Expense

(Month)

<Unit: ＄>

 

men 137.9 88.6  72.4 111.8

Women 137.9 83.4 96.3  111.8

Remarks

- Only show   maintenance cost on this table

(Living Cost= Maintenance   + Food Cost)

- Food   Expenses : 323 meals×1,650 

won=532,950won(one semester)

532,950/3.6month=148,040won(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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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udents’ Restaurant

Students’ 
Restaurant

Breakfast Lunch Dinner
Cost(Average)

<Unit:$>

Yes or no Yes Yes Yes 1.5

  (3) Scholarships

Scholarships

In The 

School

< Unit:$>

Outside The 

School

< Unit:$>

Remarks

Generals 

Annual 

Budget
7,294,478 6,380,604

Scholarship 

Students
12,435 8,896

Foreigner

Annual 

Budget
83,342 50,263

Scholarship 

Students
199 55

  (4) Tuition

Annual Tuition

<Unit:$>
Bachelor Master Doctor

Master&

Doctor

Natural   Science 3,917 4,207 4,207 4,207

Engineering Science 4,216 4,528 4,528 4,528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181 3,404 3,404 3,404

Veterinary   Science 5,704 5,760 5,760 5,760

Medical   Science 5,776 5,760 5,760 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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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

de or 

not

Name
Total 

Amount
Etc.

Departmen

t
email

Support amount per 

person
Qualification

Person in 

Charge
Phone FAX

Y

Research 

Assistance 

Scholarshi

p

62,000,000 

won
 

Postgradua

te school

82-55-772

-0087

82-55-772

-0089

1,800,000 won
Full-time 

Students

Jeong 

ryang
ryang@gnu.kr

Y

Namyae 

Scholarshi

p 

Foundation

Part  

Namyae 

Scholarship 

Foundation

  

1,500,000won

Internationa

l Students

(Asian 

Students)

Namyae 

Scholarship 

Foundation

82-31-932

-7247

82-31-932

-9006

Yukcheok 

Research 

Scholarshi

p 

Foundation

Part Part

Department 

of Research 

Supporting

hhh@gnu.ac.kr

500,000 won

․Superior 
grades

․Students 
who 

studying 

abroad at  

 one’s 
expense 

for more 

than one 

Ha 

Hyohyeong

82-55-772

-0209

82-55-772

-0210

2. International Student Support Program

  (1) Scholarship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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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or not

Course Name Period of Study
Tuition

 ( per semester)
Etc.

Maximum 

Number
Qualification

Tuition 

(Per month)

Y

Korea Language 

school
One year 2,300,000won

15 people in 

class

Graduate   

from high 

school

383,000 won

Provi

de or 

not

Name
Total 

Amount
Etc.

Departmen

t
email

Support amount per 

person
Qualification

Person in 

Charge
Phone FAX

year.

․be in 

needy 

circumstan

ces

Y

International students Part

Office of 

International 

 & External 

Cooperation

sujin20540@gnu.ac.kr

 

387,500 won

 

․Students 
who 

studying 

abroad at  

 one’s 
expense

SUJINJU
82-55-772

-0272

82-55-772

-0269

  (2) Korean Languag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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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ffiliated Institutions 

  • University Library

The University Library collects and provides academic information 

required for research activities and education of all users including 

professors, students and residents. The library has 6 branches: the 

main library, the electronic library and Muncheongak..

There are a total of 1.1 million volumes, and 19,000 journals. 

Electronic journals and overseas online databases are also available.

  • University Museum

The University Museum was established in 1984 to showcase the 

development through the ages of West Gyeongnam province, South 

Korea. The museum has more than 10,000 relics dating from the Old 

Stone Age, New Stone Age, and Bronze Age as well as some relics 

from the ancient tombs of Kaya. About 500 pieces are currently on 

display at the museum.

  • Centralized Scientific Instrumentation Facility (CSIF)

The CSIF was established to house and manage the university’s 
expensive and delicate scientific instruments. It helps conserve 

university financial resources by avoiding purchase overlap by 

individual colleges. The facility promotes research productivity as 

well by promptly providing faculty and students with the data they 

need for their research work. Currently, it is equipped with about 

200 cutting- edge analysis devices such as a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e,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Mass Spectrometer (GC/LC, Maldi-Tof Mass), 

EPMA, and X-ray machines. Students also receive support from 

branch laboratories in the College of Medicine (Chilam Campus) and 

the College of Marine Science (Tongyeong Campus).

  • Newspaper and Broadcasting Center (NBC)

The NBC is a university media center established with democratic ideals 

and a pioneering spirit. It aims to contribute to university 

development through the media.

The NBC hosts the offices of the university’s weekly Korean language 

newspaper, the monthly English language magazine entitled Pio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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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Gyeongsang Broadcasting Station. All three media offer 

lively discussions about important and timely issues, and keep the 

university community informed about what’s going on. On September 

20, 1980, the formerly separate GNU newspaper, English magazine, 

and broadcasting were integrated. The NBC quickly delivers all kinds 

of school news, increases the academic knowledge of students, and 

serves as a PR tool for the school. It also has many programs to 

support the career development of student reporters.

  •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ress(GNU Press)

The GNU press contributes to the creation of university culture and 

introduces the research achievements of GNU professors and regional 

specialties to others.The GNU press publishes books, theses, essays, 

and reports of academic value as well as textbooks, class materials, 

university brochures and booklets

  • Students Dormitories

GNU has a total of nine dormitories, including two new dormitories 

constructed as a BTL project, which together can accommodate more 

than 3,000 students. The dormitory complex includes a computer 

room, reading room, movie theater lounge, and outdoor sport 

facilities. In an effort to enhance the well-being of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the university opened a gym which can 

accommodate up to 500 users. The gym is equipped with a billiard 

room, table tennis equipment and fitness facilities

  • Lifelong Education Center (LEC)

The LEC was founded in 1996 and had its first students in 1997. Its 

goal is to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e-Learning promote social development by providing educational 

programs to residents in the area as part of the university’s thrust 

for “open education.”The university shares personnel resources and 

facilities to promote a beneficial relationship with residents.

  • Health Care Center(HCC)

The HCC was opened in September 1985 to provide basic health care 

to 20,000 faculty members, staff, and students. The center also 

provides sanitary education and inoculations for influenz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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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atitis. In addition, it is equipped with preparatory facilities, 

keeps health statistics, and supplies first-aid kits.

  • Science Education Center for the Gifted

GNU’s Science Education Center for the Gifted was authorized as the 

20th university education center on October 5, 2004 with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t was 

officially opened on November 24, 2004. The science Education Center 

for the Gifted is operated jointly by GNU and J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Center’s elementary school course is taught at 

J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while GNU is in charge of 

the middle school course. A total of 40 professors from the two 

universities, with their abundant research and teaching experience, 

use the latest education and research facilities to fully develop 

gifted students. As many as 20 lecturers from the two universities 

and teachers from the region’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re also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Field trips to research 

facilities and other educational sites are included to enhance the 

learning experience of students. The program is composed of 

elementary school courses (basic and intensive) and middle school 

courses (basic, intensive, and advanced). Students who pass the entrance 

exam to the basic course can go on to the next level after a year of study.

  • Educational Information and Computer Center (EICC)

Since 1980 when it opened as the Computing Office to help develop 

GNU’s information systems and services, the EICC has been 

expanding its functions. Currently, it consists of the Information 

Assistance Center and the e-Learning Assistance Center. The 

Information Process Office, Computer Operations Office, e-Learning 

Assistance Office, Information Education Office, Information Planning 

Office, Administration Office and the Information Service Team are 

sub-units of the two Centers. The Center develops and operates a 

wide range of information education programs required by students, 

college staff and regional residents.

Of particular note, it has been designated as an e-Learning 

assistance center for universities in the Gyeongnam area and a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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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 education institute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e-Learning center not only assists with 

the creation of virtual lectures and content within the university, it 

also assists e-Learning programs between different universities in 

Busan, Ulsan and Gyeongnam. The center is now actively operating 

the Gyeongnam Information Center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egional information. To live up to its mission as a knowledge 

hub for the region, the center offers e-Learning programs not only 

to university students but also to industrial workforces through 

academic-industrial collaboration.

  • Career Service Center

This center offers professional vocation consultation, employment 

information, and career services to students to help them better 

enjoy their campus life and prepare for their futures. Various 

research and support activities are under way for this purpose. The 

center strives to develop and efficiently operate programs on career 

support, research and consultation.

  • School of Language Education (SL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SLE contributes to new 

knowledge and information by facilitating exchanges of human 

resources and academic activities with recognized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It is equipped with cutting-edge facilities such as a language 

lab, library and multimedia room. The Institute aims to train 

professionals to be competent in the global market. Towards this goal, 

it has developed a variety of high quality foreign language educational 

programs to help improve the linguistic abilities of GNU students, 

educational staff and regional residents. Some of the programs the 

SLE offers include English conversation courses, test-preparation 

courses, and language courses in Japanese, French, Chinese, German, 

and Korean, as well as English immersion camps.

  • Affiliated Middle and High Schools

With the goal of educating our students to become good and wise 

people, we have manners and etiquette classes. We also offer 

programs in essay writing and co-ed classes for them to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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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ity regardless of gender. We also have scholarship programs. 

By stocking ourselves with educational materials and equipment, we 

are creating an academic atmosphere for our students and improving 

the future quality of life for both faculty and students.

  • Engineering Education Innovation Center

The Engineering Education Innovation Center runs certified 

engineering programs that meets the international standard. It was 

chartered as an official affiliated institute of the School of Engineering 

and established in March, 2006. We expanded our influence and 

changed the name to the current name in October 2007. As a result, 

the center became one of the main centers in March 2009. Through 

engineering certification program, our graduates satisfy international 

standard and are recognized for their competence internationally.

  • Center for Korean Language & Culture

The Center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has been designated as a 

representative national Korean consultant center in Gyeongnam 

province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the Korean Language on October 1, 2005. 

It performs various activities (consulting on the Korean language, 

proofreading, Go-Provide Korean education, etc.) to assist the citizens 

of Gyeongnam in using the Korean language.

  • ROTC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s)

Established in 1965 as the 126th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GNU’s ROTC program has already produced over 1,700 officers. From 

the applicants, those with strong potential are selected for the ROTC 

program. After training and character building, they are commissioned 

as junior officers (2nd lieutenant) upon college graduation. During 

their military service, they are encouraged to learn responsibility as 

individuals and their mission to society, as well as creativity and 

leadership. After completing their military service, they can either 

make their way into society or remain in the army to contribute to 

national development and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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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Contact

  1. Address: 660-701,Office of International & External Cooper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dae-ro, Jinju,       

                Gyeongnam, South Korea

  2. Phone : +82-55-772-0272

  3. FAX   : +82-55-772-0269

  4. E-mail :sujin20540@gnu.ac.kr(JU SUJIN)



<form 1>

1. 

( Indicate the year and semester you wish to enter)

(Year) __________ (  ) 1 (Spring)  (  ) 2  (Fall) 

2. (Major Sought)

1 (The first choice)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llege  /  Division(Department)  /  Major

2 (The second choice)_______      /_____________ _/____       _____

College  /  Division(Department)  /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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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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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3>

PERSONAL MEDICAL ASSESSMENT
Applicants do not require an authorized medical exam before they arrive in Korea; all successful applicants must take a medical exam in 
Korea(including an HIV and TBPE drug test**)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and the KGSP program. 
If the results show that the applicant is unfit to be an KGSP student, all costs for departure to their own country will be borne by the KGSP 
applicant.
**The TBPE (tetrabromophenolphthalein ethyl ester) drug tests for use of stimulant drugs.

Gender: HEIGHT cm WEIGHT kg

 When and for what reason did you last consult a physician? 
(Please explain in the adjacent space)

QUESTION YES   NO IF YES, PLEASE EXPLAIN

 Have you ever had an infectious disease that posed a risk to 
public health (such as, but not limited to, tuberculosis, HIV and 
other STDs)?

 1. allergies?
2.high blood pressure?
3.diabetes?
4.any type of Hepatitis?

Have you ever suffered from or been treated for depression, 
anxiety, or any other mental or mood disorder? (If you have 
received treatment, please explain and attach an official medical 
report).

 Have you ever been addicted to alcohol?

Have you ever abused any narcotic, stimulant, hallucinogenic 
or other substance (whether legal or prohibited)?

If necessary, are you prepared to undergo physical tests to 
verify the answers given in questions  and  above?

 Have you been hospitalized in the last two (2) years?

Have you had any serious injury, ailment or sickness in the 
last five (5) years?

Do you have any visual or hearing impairments?

 Do you have any physical disabilities?

 Do you have any cognitive/mental disabilities?

Are you taking any prescribed medication?

Are you on a special diet? 

 On average, how many standard servings of alcohol do you consume each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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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희 대 학 교   

☞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 사이트: www.khu.ac.kr

I. 한눈에 보는 경희

  경희학원은 사립대학으로서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의 모든 과정을 개설한 종

합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다. 경희대학교는 "문화세계의 창조"를 창학이념으로 

1949년에 설립된 4년제 대학으로 1952년에 서울캠퍼스가 지어졌다. 수원의 국제

캠퍼스는 1979년에, 광릉캠퍼스는 1984년에 설립되었다. 2009년에 60주년을 맞

이한 경희대학교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고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대학이다. 

  앞으로의 50년을 "미래를 주도하는 제2의 르네상스"로 천명한 경희대학교는 

평화와 상호번영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교육, 연구, 실천을 결합한 

학문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경희대학교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밝은사회운

동을 주도해왔으며, 세계대학총장회의(IAUP) 설립과 UN 세계평화의 날을 제정

하는 데 산파역할을 하였다. 이런 노력이 인정되어 1999년에 유네스코 평화교육

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1999년에는 NGO 서울 국제 컨퍼런스를,  2009년에는 세

계시민포럼(WCF)을 개최하였다. 



  경희대학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되고자 교육, 국제화, 연구 및 

대학 경영 분야에서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민족간의 문화 및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위해서 상호이해와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

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유수 자매교와 빈번한 교류를 시행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적인 마인드를 함양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희대학교는 

더 나은 미래 문명의 구현을 위한 미래대학의 사명을 완수하는 세계 명문의 사

학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 경희대학교 현황

  ① 학부 재학생 수 : 24,569명

  ② 대학원 재학생 수 : 6,884명

  ③ 전임 교원 수 : 2,976명

  ④ 캠퍼스 : 3개의 캠퍼스,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수원), 광릉캠퍼스

  ⑤ 학위과정

      - 학부 과정 : 24개의 단과대학에 71개의 전공

      - 대학원 과정 : 65개의 석사과정, 63개의 박사과정, 18개의 전문 및 

특수대학원 과정

(2) 경희대학교의 국제화

  ① 68개국에 408개의 자매교

  ② 70개국 3,000명의 외국인 학위과정 재학생

  ③ 46개국 400명의 초청 교환학생

  ④ 전세계 140개교의 1,400명의 파견 교환학생

  ⑤ 4,800명의 외국인 한국어 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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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학과

-서울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세부전공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영어학부
영어학전공, 영문학전공, 

통․번역학전공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언론정보학과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의료경영학전공    

회계․세무학부

호텔관광대학
Hospitality 경영학부

호텔경영학과, 컨벤션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 조리⦁서비스경영학과

관광학부 관광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과

이과대학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지리학과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주거환경학과

의상학과

식품영양학과



- 88 -

- 국제캠퍼스(수원)

대학 모집단위 세부전공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원자력공학과
*화학공학과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환경학및*환경공학과 
건축학과(5년제)

전자정보대학
*전자⦁전파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생체의공학과

응용과학대학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화학과
우주과학과

생명과학대학

유전공학과
식품공학과
한방재료가공학과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원예생명공학과

국제대학 국제학과

외국어대학

프랑스어학과
스페인어학과
러시아어학과
중국어학과
일본어학과
한국어학과
영미어학부 영미어문전공,영미문화전공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시각정보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의류디자인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도예학과
Post Modern음악학과
연극영화학과

체육대학

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골프경영학과

태권도학과

※ 모집단위 란에 *표시된 전공은 공학교육인증(ABEEK) 교육과정(전문교양, MSC)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ABEEK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본교 공학교육혁신센터 홈페이지 (http://abeek.khu.ac.k

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지원자는 상기 모집단위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제학과는 전공 수업을 영어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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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  류  명 비  고

1 [서식1] 입학지원서 

2  [서식2] 자기소개 및 수학계획서

3 정부초청장학생 선발 증명서

4  여권 사본

5  외국인등록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6 태권도 2단 이상의 단증
국제캠퍼스 태권도학과 지원자는 필

수 제출

7

 전형참고자료 (소지자에 한함)
1) 어학능력 입증 서류

2) 해당 국가의 고등학교 졸업학력고사 및 대학진학평가 

성적증명서

3) 고교 재학중 기타 수상 경력

※ 예시

 - 중국(국적) : 전국통일입학시험

 - 일본(국적) : 대학입시센터시험

 - 미국(국적) : SAT 

3. 제출서류

4. 외국인 기숙사 정보

※ 하기의 금액은 기숙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캠퍼스 기숙사명 위치 가격(4개월) 방스타일 비고

서울C

  

세화원 교내 총 940,000원 2인 1실  
4개월 일시불 납부

보증금 포함

취사불가능  

I-House I

I-House II

I-House III

I-House IV

교외
  총 1,010,000원~ 

1,250,000원
2인 1실

4개월 일시불 납부

보증금 포함

취사가능

국제C

  

우정원 교내

총 1,540,000원  2인 1실
4개월 일시불 납부

보증금 포함

식권 90매 포함

취사불가능
총 1,164,000원 3인 1실 

제2기숙사 교내   총 1,533,000원 2인 1실  
4개월 일시불 납부

보증금 포함

식권 90매 포함

취사불가능



- 90 -

5. 입학 업무 담당자 연락처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수원)

박진희

경희대학교 국제교류처 외국인지원센터

전화번호 : 02-961-9286∼7

팩스번호 : 02-962-4343

이메일 : ciss_sc@khu.ac.kr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이슬기

경희대학교 국제교류처

전화번호 : 031-201-3177~8

팩스번호: 031-201-3179

이메일 : ciss_gc@khu.ac.kr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1번지

6. 경희대 정부초청장학생 특별 장학 지급

- 학습 교재 보조비 : 전원에게 매학기 10만원

- 학업 성적 우수자 : 캠퍼스별 매학기 1인 선발하여 50만원 지급

- 방학 하계 국제 계절학기 및 어학 수강료 지원 등



- 91 -

Kyung Hee University   

☞ Address: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 Website: www.kyunghee.edu

I. Kyung Hee at a Glance

  A private university, Kyung Hee has a comprehensive education system 

encompassing all grades from kindergarden to graduate school. Founded 

in 1949 by Dr. Young Seek Choue, whose founding philosophy was 

"Towards a New Civilization", Kyung Hee established a four-year 

university at the Seoul Campus in 1952. The Global Campus at Suwon 

was opened in 1979, followed by the Kwangnung Capus in 1984.

  As Kyung Hee celebrated its 60th anniversary in 2009, it ascertains 

prestige as a university of significance and infinite possibility, despite 

its short history. It has apointed the next fifty years as "the second 

Renaissance for leading forward." Kyung Hee University has created an 

academic tradition that combines education, research, and practice while 

pursuing the universal values of peace and mutual presperity. Since its 

foundation, Kyung Hee University has spearheaded the Global Common 

Society Movement,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and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ay of Peace,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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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ESCO Prize for Peace Education, organized the 1999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NGOs, and held the World Civic Forum 2009.

  As Kyung Hee reaches for its goal of expanding into a comptetive 

universtiy, it is concentrating its efforts on strengthening its core 

capacity in the fields of education, internationalization, research and 

university management. 

  Besides this, however, Kyung Hee also strives to bridge cultural and 

social gaps by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and prosperity. As a 

result, it encourages frequent exchanges with sister schools overseas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ideas. These activities help to spread a shared 

belief in the value of learning. Moving towards the betterment of future 

civilization, the university will continue to strengthen its status as on 

of the most prestigious universities in the world. 

(1) Facts and Figures

  ① Undergraduate Enrollment : 24,569

  ② Graduate Enrollment : 6,884

  ③ Full-time Professor : 2,976

  ④ Campus : 3 campuses in Seoul, Suwon(Global Campus), and  

     Gwangnung

  ⑤ Academic Programs

     - Undergraduate : 71 department/majors in 24 colleges

     - Graduate : 65 Masters, 63 Doctoral Programs and 

                   18 Professional & Special Graduate Schools

(2) Globalization at Kyung Hee

  ① 408 Partner Institutions in 68 Countries

  ② Over 3,000 international students from 70 different countries

  ③ Over 400 incoming exchange students from 46 different countries

  ④ Over 1,400 outbound exchange students to 140 universities 

     worldwide

  ⑤ Over 4,800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Korean Language at 

     Kyung 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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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mission Unit

- Seoul Campus

College Admission Unit Major

College of 
Humanities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of History

Department of Philosophy

Department of English

-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 English   Language and 
Translation

College of Politics 
&   Economics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Department of Economic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Trade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 Business   Administration
- Health   Service Management

Department of Accounting

College of Hotel &
Tourism

Management

Department of Hospitality 
Management

- Hotel Management
- Convention Management 
- Food Service Management 
- Culinary Service Management

Department of Tourism
- Tourism   Management
- Cultural   Tourism Contents

College of Sciences

Department of Mathematics

Department of Physics

Department of Chemistry

Department of Biology

Department of Geography

Department of Information 
Display

College of Human 
Ecology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Departmen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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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Admission Unit Major

College of 
Engineering

*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 Department   of Industrial & 
Management Engineering

*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Department of Display Materials 
Engineering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Department of Architecture (5 year 
program) 

 Colleg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Department of Electronics and 
Radio Engineering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College of Applied 
Science

Department of Applied Physics

Department of Applied Mathematics

Department of Applied Chemistry

Department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

College of Life 
Sciences

Department of Genetic Engineering

Department of Food Science & 
Biotechnology

Department of Eastern Medicinal 
Materials and   Processing

Department of Ecosystem 
Engineering

Department of Horticultural 
Biotechnology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

College of Foreign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of French 

Department of Spanish 

Department of Russian 

Department of Chinese 

- Global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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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Japanese

Department of Korean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British -   American Language 
and Literature
-British -   American Culture

College of Art and 
Design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Department of Visual Information 
Design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Department of Textile and Clothing 
Design

Department of Digital Contents

Department of Postmodern Music

Department of Theater & Film

Department of Ceramic Arts

College of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of Sports Medicine

Department of Golf Management

Department of Taekwondo

No. Documents Note 

1 [Form 1] KHU application form

2 [Form 2] Statement of purpose

3 Certificate of NIIED Scholarship Student

4 Copy of passport and identification card 

5
A copy of Alien Registration Card issued by 
Korean Ministry of Justice (if avaliable) 

6
Taekwondo certificate showing a minimum of 2 
Dan 

Required only for applicants to 
Department of   Taekwondo 

7

List of Supplementary Materials
(only if available)
1) Language Proficiency Test Score
2) Secondary School Graduation Exam / College 
Entrance Exam Scores
3) Any awards received during secondary school

※ Example
- China: National University 
Entrance Exam   
- Japan: The National Center 
Test for   University Admissions
- USA: SAT

- Admission units and departments with asterisks (*) offer the ABEEK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program (general and MSC).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 of the 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yung Hee University at http://abeek.khu.ac.kr. 

- Applicants must apply using admission unit.

- All of the major courses at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are offered in 

English. 

3. Submission of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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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ormitory Information

*The dormitory fee shown below may be subject to change. 

Campus Dormitory Location
Fee

(4 months)
Room 
Type

Note

Seoul 
Campus

Sewha-won
On 

campus
KRW 940,000 Double

4 months dormitory fee 
paid   prior to entering 

(Deposit included)
No cooking facilities

I-House I
I-House II
I-House III
I-HouseIV

Off 
campus

KRW 1,010,000 ~ 
1,250,000

Double

4 months dormitory fee 
paid   prior to entering 

(Deposit included)
Cooking facilities available

Global 
Campus

Woojung-won
On 

campus

KRW 1,540,000 Double 4 months dormitory fee 
paid   prior to entering 

(Deposit included)
90 meal coupons included

No cooking facilities

KRW 1,164,000 Triples

Dormitory II
On 

campus
KRW1,533,000 Double

4 months dormitory fee 
paid   prior to entering 

(Deposit included)
90 meal coupons included

No cooking facilities

5. Contact Information

Seoul Campus Global Campus(Suwon)

Ms. Jinhee Park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Phone : +82-2-961-9286∼7

Fax : +82-2-962-4343

Email : ciss_sc@khu.ac.kr

Address :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Scholar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Kyung Hee 

University, Hoeigi-Dong 1, 

Dondaemun-Gu, Seoul, 130-701, 

Korea

Ms. Seulki Le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Phone : +82-31-201-3177∼8

Fax : +82-31-201-3179

Email : ciss_gc@khu.ac.kr

Address :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College of Art&Design 

Building #103), Kyung Hee 

University, Seochun-Dong 1,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446-701, Korea

6. Special Scholarship only for NIIED Students of Kyung Hee University

  - Additional scholarship(100,000 KRW) to all in every semester 

  - Merit based scholarship(500,000 KRW) to the top in every semester 

  - GC Summer Program tuition fee waiver and language course fee 

refund(during va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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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학 모집단위

학부과정

인문대학

한국어문학과, 사학과, 기독교학과, 문예창작학과, 
한국문화정보학과, 철학과, 윤리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일어문학과, 중국어문학과, 일본어문학과, 
러시아어문학과

국제학대학 중국학과, 일본학과, 미국학과, 유럽학과,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회계학과, 호텔․관광학과, 경영정보학과, 세무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제금융학과, 소비자정보학과, 국제통상학과, 전자무역학과, 

계 명 대 학 교

      ☞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 사이트: http://www.kmu.ac.kr

I. 학교소개

1. 개요

    계명대학교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를 교육이념으로 1954년 

미국 북장로교회 지도자들이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한 대한민국의 대

표적인 명문사학중 하나로, 50만평의 성서캠퍼스를 비롯한 대명캠퍼스 및 

동산의료원이 있는 동산캠퍼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19개 대학 103개 학과와 

대학원 및 11개의 특수대학원에서 3만여 명의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습니다. 

국내 아름다운 캠퍼스 10선에 선정되기도 한 바 있는 우리 대학교는 무한경

쟁시대에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하여 세계 250여개의 대학 및 교육기관들

과 긴밀한 교류협력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기업체와 

손잡고 디지털문화와 패션산업분야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관.학 협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의 진입을 위

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기관 구성

(1) 학부 : 19개 단과대학 103개 학과

(2) 대학원 : 1개 일반대학원 및 8개 특수대학원

II. 모집요강 

1. 과정소개(지원가능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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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과, 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언론영상학과, 광고홍보학과

법경대학 법학과, 경찰법학과, 경찰행정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통계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공중보건학과, 
식품가공학과, 식품영양학과

환경대학 환경과학과, 환경계획학과, 지구환경학과

학부과정

공과대학

교통공학과, 토목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화학시스템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경영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
과,
게임·모바일콘텐츠학과, 에너지공학과

건축학대학 건축공학과, 도시계획학과, 생태조경학과

의과대학 의용공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 입학안내 바로가기 주소: http://www.gokmu.ac.kr/

2. 입학안내

내   역 내   용

지원자격
해외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으로서 소정의 한국

어 능력(TOPIK 3급 이상)을 갖춘 자

학   비
약 미화 $6,000

※ 인문사회계열 전과정 1년기준이며, 전공분야에 따라 등록금액은 다름.

지원서류

1. 입학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한국어로 자필 작성)

3. 한국어능력시험 증빙자료(성적표, 추천서 등 - 해당자) 4. 재학학교 성적증명, 졸업증

명서 

5. 여권 사본 등

전형일정

(예정)

- 지원서제출: 2011년 12월

- 전형일자: 2011년 12월 ~ 2012년 1월  ※ 장소 및 시간 별도 통지

- 합격자 발표: 2012. 1월 중순

- 등록: 2012. 1월 ~ 2월

전형방법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

접 수 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 계명대학교 국제교류팀

전화: 82-53-580-6024  메일: hawk@kmu.ac.kr

III. 업무 담당자 연락처

부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업무

국제교류팀 이윤석 82-53-580-6023 christopher@kmu.ac.kr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업무

입학관리팀 김무종 82-53-580-6074 kmj3455@gw.kmu.ac.kr 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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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타사항

1. 기숙사안내

숙소종류 룸수 방유형 숙소내의 비품 비용

국제학숙동 158실 8.9평 2인1실 침대,에어컨,책상,옷장,신발장,전화

기,단독화장실및샤워실, LAN선

 105만원/식비별도(3.5개월)

일반동 698실 4평 2인1실   47만원/식비별도(3.5개월)

입소자격  유학생우선선발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국제교육센터

2. 한국어 연수과정

    계명대학교 부속 국제교육센터 한국어학당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반당 평균 12명의 학생이 배정되는 소수정예 

집중교육으로 문화체험, 정기적 현장학습, 외국인학생 축제 등과 함께 운영

되어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과정운영  연중수시입학가능 (단, 초급반은 3월, 9월 개강)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이상

수업진행
 수준별 반배정(1급~6급), 주 5일(월~금), 하루 

4시간 수업
수강료

 수업료 : 1,000,000원/10주

 입학금 : 100,000원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intlcenter.kmu.ac.kr/2006/kli/) 자료실에서 

 지원서 작성 후 메일(korean@kmu.ac.kr) 또는 방문 제출

문의처  계명대학교 국제교육센터 전화 580-6951, 2, 6353

3. 영어전용 강좌 안내

구  분 주요내용 또는 강좌현황

총 강좌 수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약 300개의 강좌가 영어로 개설됨.

선택강좌 

(주요강좌)

▷ 한국전통 분야: Korean Religion and Thought, Introduction to Korean Zen 

                  Buddhism,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등

▷ 정치 및 경제 분야: Comparative Politics in East Asia, Korean Economy, 

                      Global E-business in East Asia 등

▷ 사회 맟 문화 분야: Cross-Cultural Communication, Mass Media & Popular 

                      Culture in Korea, Oriental Thought & Counseling 등

▷ 예술분야: Taekwondo, Korean Dance, Oriental Painting, Korean Ceramics, 

             Korean Traditional Music 등

▷ KAC 개설과목(30여개 과목) 

 4. 영어전용 대학(KAC) 안내

    Keimyung Adams College는 21세기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제화 교육 및 특성화 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신설된 대학으로 교수진을 전원 외국인으로 구성하고 전 교육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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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진행하여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영어전용 대학입니다. 관련 

지침에 따라 정부초청장학생은 해당 학과에 진학할 수 없으나,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는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전공 International Business(IB), International Relations(IR)

문의처 KAC 사무실: 580-6503, 웹사이트 http://kic.kmu.ac.kr/

5.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국가간 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

로, 계명대학교는 2005년에 대구 및 경북 지역 유일의 CCAP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교내 및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문화교실 선생님으로 초청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직접 소개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

그램입니다.

구 분 내 용

활동내용
한 학기 1-5회 정도 한국어통역자원활동가(KIV)와 함께 초중고등학교에 파견되어 문화교
실 수업을 진행

활동기간 6개월 (4월-6월 및 9월-11월)

혜택사항
1. 1회 파견 시 마다 3만원 활동비 지급 
2.연말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명의의 공인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발급

문의처
계명대학교 국제부 전화 580-6027 이메일 ccap@kmu.ac.kr 웹사이트 
http://ccap.un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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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

on

Programs

College Major

Under-

graduate
Humanities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istory, Christian Studies, 

Creative Writings, Korean Studies, Philosophy, Ethics,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Keimyung University   

☞ Address: 1000 Sindang-dong, Dalseo-gu, Daegu, Korea 704-701

☞ Website: http://www.kmu.ac.kr/english

I. About Keimyung University

Founded in 1954 by the leaders of the Northern Presbyterian Church 

of the U.S. as a Christian university, Keimyung University (KMU) is 

one of the most prestigious universities in South Korea. Our motto is 

'For the Kingdom of Truth, Justice and Love'. KMU is composed of 

three campuses in the city of Daegu, South Korea. They are named 

for their locations within the city; Daemyeong, which is near the 

downtown area, Seongseo, which is near the southern part of the city, 

and also Dongsan campus which includes Dongsan Medical Center. 

KMU has 19 colleges and 12 graduate schools comprising 30,000 

students. Chosen as one of the top 10 Most Beautiful Campuses in 

South Korea, KMU has had a very close relationship and cooperation 

with 250 universities and educational institutes around the world in 

order to advance glob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this era of ever 

increasing competition. Furthermore, KMU is striving to become a 

world-leading university by promoting cooperation programs between 

industry, the government, and KMU in various areas such as digital 

culture and fashion working with the local government and companies.

II. Undergraduate Application (http://www.gokmu.ac.kr/)

1. Programs - Applicable programs for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students among 19 colleges and 103 majors



International 

Studies

Chinese Studies, Japanese Studies, American Studies, European 

Studies

Spanish & Latin American Studies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Accounting,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axation

Social Science

Economics and Finance,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International Commerce, E-Trade, Sociology, Psycholog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al Welfare, Public 

Administration,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Journalism and Visual 

Communications,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Law and Police 

Science
Law, Police Law, Police Administration

Under-

graduate

Natural Science
Mathematics, Statistics, Chemistry, Biology, Microbiology

Public Health, Food Science and Technology, Food and Nutrition

Environment
Environmental Science, Environmental Planning, Global 

Environment

Engineering

Transportation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Computer 

Engineering

Electronic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Chemical System Engineering,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Industrial and Management Engineering, 

Mechanical and Automotive Engineering,

Department of Game and Mobile Contents, Energy Engineering

Architecture Architectural Engineering, Urban Planning, Ecology & Landscape

Medicine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Nursing Department of Nursing

 

2. Undergraduate Enrollment

 Section Qualifying Students

Requirements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students who have completed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 abroad, and meet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requirement (TOPIK Level 3 or above)

Tuition

Approx. $6,000 per year 

(The above tuition only applies to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ote: The tuition differs according to majors.

Required 

Documents
Please refer to http://www.gokmu.ac.kr/index.htm or e-mail to intl@kmu.ac.kr

Application 

Period

(Tentative)

- Application submission: December 2011

- Application review: December 2011 ~ January 2012

- Announcement of successful applicants: January 2012

- Registration: January 2012 ~ February 2012

Screening Applications are reviewed and if necessary, interview will be arr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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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ontact information

Office Name phone email Responsibility

International 

Affairs
Chris Lee 82-53-580-6023 christopher@kmu.ac.kr GKS Scholarship

Admission
Moojong 

Kim
82-53-580-6074 kmj3455@gw.kmu.ac.kr

International student 

admission

VI. Miscellaneous information

1. Dormitory

Kinds of 

Housing

Number 

of rooms
Room type Amenities Fees

International 

House
158

30㎡
 1 room for 2 

persons
Bed, air conditioner, 

desk, closet, shoe 

rack, telephone, Lan 

connection, washroom

1,050,000 Won/3.5 months

(Meals are not included)

General 

House
698

12.5㎡
1 room for 2 

persons

470,000 Won/3.5 months

(Meals are not included)

Eligibility to 

Stay

 Priority selec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How to 

Apply
 Internet or 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

2. Korean Language Program

    The Korean Language Institute of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Education at KMU offers international students a Korean language 

course. Each class has a small group of students - 12 students on 

average. The institute has a very systematic program such as 

cultural experiences, regular field trips and festivals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oviding a chance to learn the language and 

the culture. 

Courses

6　courses (Level 1 ~ 6)

4 hours a day,

5 days a week

Requirements  High school diploma

Tuition Fees
 1,000,000won per 10 weeks

 (Additional application fee: 100,000won)

How to 

Apply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online at http://intlcenter.kmu.ac.kr/2006/kli/ and 

submit to 

 korean@kmu.ac.kr

Contact  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82-53-580-6951~2, 6353, korean@km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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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urses in English

Total 

Number of 

Courses

About 300 courses in various subjects

Courses 

▷ Korean Tradition: Korean Religion and Thought, Introduction to Korean Zen 

                     Buddhism,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and etc.

▷ Politics & Economics: Comparative Politics in East Asia, Korean Economy, 

                         Global E-business in East Asia, and etc.

▷ Society & Culture: Cross-Cultural Communication, Mass Media & Popular 

                     Culture in Korea, Oriental Thought & Counseling, and etc.

▷ Arts: Taekwondo, Korean Dance, Oriental Painting, Korean Ceramics,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etc.

▷ All courses offered in KAC(more than 30 courses)

4. Keimyung Adams College (All classes are taught in English)

    Keimyung Adams College (KAC) is preparing a new generation of 

leaders, students that will have the analytic expertise and knowledge 

of current research and developments in the field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Business. KAC’s innovative educational 

programs integrate the development of research and professional skills. 

Regarding the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olicy, students can not 

apply for admission to these majors but there are no problem to take 

courses in this majors while students are studying another majors.

Section Detail

Majors  International Business(IB), International Relations(IR)

More information  KAC Office: +82 53 580 6503, Webpage: http://kic.kmu.ac.kr/

5. CCAP(Cross Cultural Awareness Program)

    KMU has been exclusively designated as the CCAP partner institute 

of Daegu and Gyeongbuk area by Korean National Commission of 

UNESCO since 2005. CCAP invites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to 

present the culture of their homelands to Korean youth.

Section Details

Program feature

Cultural Exchange Volunteer(CEV) plans cultural exchange activities with a 

Korean Interpretation Volunteer (KIV) and visit the assigned school to 

conduct CCAP class.

Program period Six months (April-June, September-November)

Benefits
1. 30,000KRW offered for preparation of each class
2. A certificate of volunteer work by UNESCO

More information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Tel. +82-53-580-6027 E-mail. ccap@kmu.ac.kr
Webpage. http://ccap.un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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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려 대 학 교   

☞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136-701)

☞ 사이트: http:// www.korea.ac.kr

I. 대학 소개

1.역사와 비전

(1) 역사

1905년 일제강점기에 교육구국의 신념으로 시작된 고려대학교는 역사의 전

환점마다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며 자유,정의,진리의 가치를 몸바쳐 실현한 민족 

자존심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국가발전과 민주화에 중추적 역할을 한 고려대학

교는 이제 가장 한국적인 대학으로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 명문 

사학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 비전

이제, 고려대학교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창이 되고자 합니다. 끊임

없는 개혁과 혁신으로 한국 대학의 리더로서 역할을 다하는 한편, 세계적인 명

성과 연구 능력을 자랑하는 석학과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두뇌, 현대화된 첨단 

시설 등을 바탕으로 한국 최고의 사학에서 세계의 명문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

습니다.

2.세계 최고수준의 교육환경

  뛰어난 인재를 모으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그 인재들을 지원할 수 있는 최

고의 인프라를 갖추는 것, 대한민국의 미래, 세계의 내일을 이끌인재가 세계 최

고 수준의 교육환경에서 자라납니다.  

3.Global KU

78개국 744개 대학(기관)과 손잡은 고려대학교에서는 세계 석학들이 강의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하계대학이 열립니다. 파리에서 교환학생을,  UN, 월스트

리트에서는 인턴쉽을 할 수 있는 이곳, 고려대학교가 바로 세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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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모집 요강 

1.전형일정

  - 국립국제교육원의 일정에 따름

  

  2. 지원자격

   -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은 아래 3가지 자격사항을 모두 만족한 자를 대상

으로 함

국적자격
 ․ 지원자의 초등학교 입학시부터 현재까지 지원자와 지원자의 

  부모 모두 외국국적을 소지 (한국과 이중국적이 아니어야 함)

학력자격  신입학 
 ․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고교 12년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자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포함)

어학능력자격  ․ 세계한국말인증시험 KLPT 300 이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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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단위 및 인원

안암캠퍼스 (서울)

대학 모집단위

경영대학 경영학과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통계학과

행정학과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철학과

한국사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독어독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서어서문학과

한문학과

언어학과

정보통신대학 컴퓨터·통신공학부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명공학부

식품공학부

환경생태공학부

식품자원경제학과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신소재공학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기계공학부

산업경영공학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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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절차

원서제출
접수확인

서 
서류평가

합격자

통보

5. 제출서류

 신입생

 - 입학지원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고등학교 학적부 및 성적표

 - 본인 및 부모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호구부 등)

 - 국가 대학입학 인정시험 성적표(*)

 - 대학입학허가서(*)

 - 기타 본인의 학업능력 및 성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종 공인성적표, 상장, 추천서 등)

 ※ (*)해당자에 한함

 ※ 한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6. 지원자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추후에 별도의 조회를 거쳐 위조 혹은 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

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2) 전형성적 및 평가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

  3) 한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하

여 제출

  4) 공식적인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성적, 학력 등의 기재사항은 인

정하지 않음

  5) 본 요강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은 본교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결정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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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락처

  1) 입학문의

    - 주소 :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입학처

    - 전화번호 : +82-2-3290-1257

    - 팩스 : +82-2-921-0139

    - E-mail : dandyssam@gmail.com

    - Website : http://oku.korea.ac.kr

  2) 비자문의

    - 전화번호 : +82-2-3290-1155, 1157, 1159

    - E-mail : studyabroad@korea.ac.kr

  

  3) 기숙사문의

    - 전화번호 : +82-2-3290-1551~2

    - E-mail : reslife@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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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University   

☞ Address: Anam-Dong, Seongbuk-gu, Seoul, 136-701, Korea

☞ Website: http://www.korea.edu

I. About KU

  The KU campus covers over 182 acres and is home to more than 

35,000 students from all over the nation and the world. With its stately 

stone architecture, sprawling lawns, seasonal trees and natural flora, 

KU is known to have one of the most beautiful campuses in Korea. The 

students of KU represent Korea's dream as they are among the nation's 

brightest and most ambitious.  

 

 

KU is nationally recognized for its commitment to teaching and academic 

excellence. The university’s academic breadth is extensive with its 81 

departments in 19 colleges & divisions, and 18 graduate schools and it 

has over 1,400 full-time faculty members with over 95% of them holding 

a Ph.D. or equivalent qualification in their field. KU has particularly 

strong Humanities and Asian Studies Departments along with the 

recently established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GSIS). KU 

is also renowned for its professional schools of Law, Medicine and 

Business Administration. In research, KU is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leader with over 100 research centers, including the East 

Asiatic Research Centre and the Korean Cultural Research Centre. 

Furthermore,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KUBS) is the only and 

the first business school in the country to have acquired both European 

Quality Improvement System (EQUIS) accreditation, in combination with 

the accreditation granted by 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AACSB). 

Unlike many universities in Korea, KU prides itself not only in being a 

progressive and globally conscious institution but also one that play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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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in preserving and developing Korea’s unique culture. 

Korea University (KU), founded in 1905, is widely acknowledged as one 

of the country’s oldest, largest and top-ranked universities in Korea. Its 

reputation for quality is based on excellence in teaching, research and 

service to Korean society. An eminent faculty, outstanding students and 

internationally recognized research programs all contribute to the KU’s 
academic fame. As a major comprehensive university, KU offers a rich 

variety of courses in Liberal Arts and Sciences as well as in all 

professional fields, including Law, Medicine and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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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Admissions Guide

1. Admission Schedule 

    -Following the schedule of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NIIED)

2. Eligibility Requirements

     - Applicants should meet the following three requirements.

   

Nationality 

Requirement

 ․ Both applicants and applicant's parents should be non-Korean 

  since at least the beginning of the applicants' elementary school 

  education.

  (Dual citizenship with Korea is not allowed.)

Education 

Requirement

First-Year 

Students

 ․ Applicants should have completed 12-year (or mor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outside of Korea 

  or in international schools.

Language

Proficiency

Requirement

 ․ Applicants should hold Korean proficiency test score of the 

  KLPT 300 or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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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ields of Study

 Anam Campus (Seoul)

College/Division Maj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conomics

Statistics

Public Administration

College of  Liberal Arts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Philosophy

Korean History

Psychology

Sociology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panish Language and  Literature

Classical Chinese

Linguistics

College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Computer and Communications Engineering

College of  Life Sciences

Life Sciences

Biotechnology

Food Bioscience and Technology

Environmental Science and Ecological 

Engineering

Food and Resource  Economics

College of  Engineering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and Biological 

Engineering

Civil, Environmental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Information and Management Engineering

Division of  Mass Communications Mass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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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lication Review Process

 

5. Requirement Documents

 First-Year Students

 - Application Form, Personal Statement and Study Plan

 - Official Graduation Certificate of High school

 - Official Transcript(s) of High school

 - A copy of the applicant's passport

 - Copies of both parents' passports or other official documents indicating parents' 

nationality

 - Official document indicating parent-child relationship between the applicant 

   and his/her parents (Family Register, Birth certificate, etc)

 - Results of a national examination for college entrance(*)

 - Certificate of admission from other university(*)

 - Other certificates proving applicant's scholastic achievements(*) 

   (Score reports of recognized tests, prize records, Letters of Recommendation, 

etc)

 ※ (*)Optional

 ※ Documents which are not in Korean or English should be translated 

and notarized In Korean or English.

6. Miscellaneous

  1) Admissions will be canceled if a student who has been granted 

admissions is found to have applied through illegal means, such as 

submission of false/forged documents or altered representation of 

application eligibility.

  2) Evaluation scores for admission will not be disclosed.

  3) All documents should be in English or Korean. Documents in another 

language should be accompanied by a notarized English or Korean 

translation.

  4) Applications should be accompanied by supporting documents.

Application 

Submission

Receipt 

Confirmation

Document 

Review

Acceptance 

Annou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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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Other details regarding application process and review will be 

determined by the Admissions Assessment Committee pursuant to 

our admissions procedure and regulations.

7. Contact

  1) about admission

     - Address : Office of Admissions 

                  Korea University

                  Anam-Dong, Seongbuk-Gu, Seoul 136-701, Korea

     - Phone : +82-2-3290-1257

     - Fax : +82-2-921-0139

     - E-mail : dandyssam@gmail.com

     - Website : http://www.korea.edu

   2) about VISA

     - Phone : +82-2-3290-1155, 1157, 1159

     - E-mail : studyabroad@korea.ac.kr

   3) about dormitory

     - Phone : +82-2-3290-1551~2

     - E-mail : reslife@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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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주 대 학 교  

☞ 주 소: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314-701

☞ 사이트: http://www.kongju.ac.kr

I. 대학 소개

1. 연혁

- 공주대학교는 1948년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공주사범대학을 모태로 출발하

였습니다. 6개 단과대학, 일반대학원, 6개의 특수대학원을 고루 갖춘 공주

대학교에서 학생들은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주-예산-천안의 삼

각캠퍼스(Tri-Campus) 체제를 구축한 공주대학교는 캠퍼스별 특성화를 핵

심 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2,322명의 공주대학교 학생들 중 

6개 대륙 34개국 891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94개의 대학 및 연

구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2. 기숙사 소개

캠퍼스 학생생활관 인원
생활관

배정

생활관비/

학기
시설

공주

드림하우스
남: 435

여: 551
2인 1실 1,174,000원

침대, 옷장, 책상, 

의자, 인터넷, 세탁기, 

다리미, 건조기, 

컴퓨터실, 헬스실, 

독서실, 휴게실(TV, 

DVD), 세미나실, 식당

비전하우스 여: 420 2인 1실 957,900원

은행사 여: 272 2인 1실 897,000원

홍익사 여: 404 4인 1실 840,300원

해오름집 여: 568 4인 1실 840,300원

예산

예지사
남: 80,

여: 80
2인 1실 1,121,000원

금오사
남: 170 

여: 252
4인 1실 810,000원

천안 용주학사
남: 140, 

여: 90
2인 1실 91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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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단과)대학명 모집단위(학부) (전공)

1

공주

인문사회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2 　 중어중문학과

3 　 불어불문학과

4 　 독어독문학과

5 　 사학과

6 　 지리학과

7
경제통상학부

경제학전공

8 국제통상학전공

9 　 경영학과

10
관광학부

관광경영학전공

11 관광영어통역학전공

12 　 행정학과

13 　 법학과

14 　 사회복지학과

15 　 무용학과

16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17 　 응용수학과

18 　 화학과

19 　 생명과학과

20 　 지질환경과학과

21 　 대기과학과

22 　 문화재보존과학과

23 　 의류상품학과

24 　 생활체육지도학과

25

천안 공과대학

전기전자제어공학부

전기공학전공

26 제어계측공학전공

27 전자공학∙나노정보공학전공

28
정보통신공학부

전파공학전공

29 정보통신공학전공

30
컴퓨터공학부

컴퓨터전공

31 멀티미디어전공

32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공학전공

33 기계설계공학전공

34 자동차공학전공

35 기계시스템공학전공

36
건설환경공학부

토목환경공학전공

37 도시교통공학전공

38 　 건축공학전공

II. 모집 요강(모집학과, 제출서류 등)

1. 모집 학과



- 118 -

39
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

40 공업화학전공

41

신소재공학부

나노재료공학전공

42 고분자공학전공

43 신소재시스템공학전공

44
산업디자인공학부

제품디자인전공

45 시각정보디자인전공

46 　 환경공학과

47

공주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과

48
영상광정보공학부

영상학전공

49 광공학전공

50

예산 산업과학대학

　 부동산학과

51 　 산업유통학과

52 　 식물자원학과

53 　 원예학과

54 　 동물자원학과

55
생물산업공학부

지역건설공학전공

56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

57 　 산림자원학과

58 　 조경학과

59

식품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60 식품공학전공

61 외식상품학전공

62 　 특수동물학과

63

공주 영상보건대학

　 간호학과

64
보건학부

보건관리학전공

65 전문응급구조학전공

66 　 게임디자인학과

67

조형디자인학부

퍼니처디자인전공

68 세라믹디자인전공

69 주얼리디자인전공

70
만화애니메이션학부

카툰코믹스전공

71 애니메이션전공

2. 제출서류

(1) 입학지원서

(2) 여권사진 2매

(3) TOPIK 성적표(3급 이상)

(4) 초 · 중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5) 외국국적 증명서 및 친족관계 증명서

(6)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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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업무 담당자 연락처

업무명 부서명 담당자명 직위 전화 팩스 E-MAIL

장학생 후보 

선발 및 

입국지원

대외협력과 유지희 전문계약직 041-850-0862 041-850-8058

jeeheeyoo

@kongju.a

c.kr

한국어연수 국제교육원 가재은 사무원 041-850-8868 041-850-8158

kie151

@kongju.a

c.kr

IV. 기타 장학생 대상 공지 사항

1. 글로벌 라운지

 - 글로벌 라운지는 공주대학교 학생들의 국제화 의식을 키우고 외국인학생들

에게 편리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글로벌 라운지는 국제교류팀이 운영하며 출입국 업무 서비스 및 생활 정보 

등을 학생들 뿐 아니라 외국인 교원에게도 제공합니다.

2. 외국인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1) 버디 프로그램

    - 입국부터 재학기간 동안 한국인 버디학생들은 다양한 사회 활동 및 지

원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학생들이 새로운 환경 및 한국 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현장학습

    - 공주대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역사 문화 유적, 글로벌 비즈니스, 지역 행사등의 현장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국제교류팀 및 단과대 주관 행사

     - 공주 시내 투어

     - 박물관 및 놀이공원 방문

     - 공주에서 열리는 백제문화행사 참여

     - 한국 음식 만들기

     - 산사체험

     - 한국 영화 상영

     - 종강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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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ju National University  

☞ Address: 182 Singwan-dong Gongju-si Chungnam 314-701

☞ Website: http://english.kongju.ac.kr

I. Introduction of KNU

1. History

- Kongju National University, having been initially set-up as a 

Kongju Teachers' College in 1948 is one of the most progressive 

universities in Korea. Students have so many opportunities in 

Kongju National University within the six different colleges, graduate 

school and six professional graduate schools. With its Tri-Campus 

system: Gongju, Yesan, and Cheonan, Kongju National University 

prepares students for success with unique programs through each 

facility in each campus. Kongju NationalUniversity has 22,322 students 

and among them are 891 international students from 34 different 

countries. Furthermore, KNU has 94 different partner universities. 

2. Residence Halls Information

Campus Name

Number 

of 

Rooms

Type
Cost/

Semester
Furniture & Facilities

Gongju

Dream House
M:435, 

F:551

2persons

/room
1,174,000won

Bed, Closet, Desk, 

Chair, Lan connection, 

Laundromat, Iron, 

Dryer, computer Lab, 

Health Club, Study 

room, Rest Room(TV, 

DVD), Seminar room, 

Cafeteria

Vision House F:420
2persons

/room
957,900won

Eunhangsa F:272
2persons

/room
897,000won

Hongiksa M:404
4persons

/room
840,300won

Haeormgip F:568
4persons

/room
840,300won

Yesan

Yaejisa
M:80, 

F:80

2persons

/room
1,121,000won

Gumosa
M:170, 

F:252

4persons

/room
810,000won

Cheonan Yongjuhaksa
M:140, 

F:90

2persons

/room
914,600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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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College Unit Department(Major)

1

Gongju

Humanities 

& Social 

Sciences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2 　 Dep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3 　 Dept.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4 　 Dept. of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5 　 Dept. of History

6 　 Dept. of Geography

7 Economics and 

Commerce

Major in Economics

8 Major in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

9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10
Tourism

Major in Tourism Administration

11 Major in Tourism English Interpretation

12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13 　 Dept. of Law

14 　 Dept. of Social Welfare

15 　 Dept. of Dance

16

Gongju
Natural 

Sciences

　 Dept. of Physics

17 　 Dept. of Applied Mathematics

18 　 Dept. of Chemistry

19 　 Dept. of Life Sciences

20 　 Dept. of Geo-environmental Sciences

21 　 Dept. of Atmospheric Sciences

22 　
Dept.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23 　 Dep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24 　 Dept. of Life Sports Educators

25

Cheonan Engineering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ing

Major in Electrical Engineering

26
Major in Control and Measurement 

Engineering

27
Major in Electronics Engineering,

Nano and Information Engineering

28 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

Major in Radiowave Engineering

29
Major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

30
Computer 

Engineering

Major in Computer Engineering

31 Major in Multimedia Engineering

II. Application Guidelines

1. Departments and Majors Offered for Ad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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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Mechanical 

Automotive 

Engineering

Major in Mechanical Engineering

33 Major in Mechanical Design Engineering

34 Major in Automotive Engineering

35
Major in Mechanical Engineering and 

System Design

36
Construction & 

Environmental

Engineering

Major in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37 Major in Urban & Traffic Engineering

38 Architecture Major in Architecture Engineering

39 Chemical 

Engineering

Major in Chemical Engineering

40 Major in Industrial Chemistry

41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Major in Nano Materials Engineering

42 Major in Polymer Science Engineering

43
Major in Advanced Materials and System 

Engineering

44 Industrial Design 

Engineering

Major in Product Design　

45 Major in Visual Information Design

46 　 Dep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47

Gongju Engineering

　 Dept. of Industrial System Engineering

48 Media Information 

Engineering

Major in Media Image Art & Technology

49 Major in Optical Applied Science

50

Yesan Industrial 
Sciences

　 Dept. of Real Estate

51 　 Dept. of Channel Marketing

52 　 Dept. of Plant Resources

53 　 Dept. of Horticultural Science

54 　 Dept. of Animal Resources Science

55
Bio-industry 

Engineering

Major in Rural Construction Engineering

56
Major in Bio-industry Mechanical 

Engineering

57 　 Dept. of Forest Resources

58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59 Food & Nutrition 

and

Food Science & 

Technology

Major in Food and Nutrition

60 Major in Food Science & technology

61
Major in Food Service Management and 

Nutrition

62 　
Dept. of Companion & Laboratory Animal 

Science

63

Gongju
Visual 

Image & 
Health

　 Dept. of Nursing

64
Health

Major in Health Administraion

65 Major in Emergency Medic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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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Dept. of Game Design

67

Crafts and Design

Major in Furniture Design

68 Major in Ceramic Design

69 Major in Jewelry Design

70 Cartoon and 

Animation

Major in Cartoon Comics

71 Major in Animation

2. Required Documents for Admission

(1) Application Form

(2) 2 passport sized photos

(3) Certificate of TOPIK exam(over level 3)

(4) Official Transcripts of All Attended Elementary,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s 

(5) Documents verifying foreign nationality of the applicant and his or 

her parents, and legal documentation evide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pplicant and his or her parents

(6) Self-introduction

III. Contact Information

Task Department Name Position TEL FAX E-MAIL

Selection

& Entry 

Support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Ms. Yoo,

Jee-Hee
Staff 041-850-0862 041-850-8058

jeeheeyoo

@kongju.a

c.kr

Korean 

language 

cours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nguage 

Education

Ms. Ga, 

Jae-Eun
Staff 041-850-8868 041-850-8158

kie151

@kongju.a

c.kr

IV. Other Announcement

1. Global Lounge

 - Global Lounge is a place to foster international awareness f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and to offer convenient 

one-stop service to international students.

 - GL is operated by the International Affairs Team, and provides 



- 124 -

various services not only for students but also for international 

faculty members, including immigration affairs, useful information, 

and so on.

2. Activiti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1) Buddy Program

    - From your arrival at the airport throughout your stay in Korea, 

you will be fully supported by KNU students to help you adjust 

to your new environment and to your stay in Korea, through 

various social activities and support programs.

 (2) Field Trips

    - Kongju National University provides a series of field trips to 

historical sites, global businesses and regional festivals for all 

incoming international students to help enhance their 

understanding of Korean business, culture and tradition. 

(3) Fun Activities Arranged by OIA and Colleges

     - Gongju City Tour

     - Visit to Museums and Amusement Parks

     - Visit to Baekje Cultural Festivals in Gongju

     - Making Korean Food Together

     - Overnight Temple Stay[Zen Experience]

     - Korean Movie Night

     - Farewell Part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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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대 학 교   

☞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61-1

☞ 사이트: http://www.kookmin.ac.kr

.

I. 대학 소개

1. 역사

국민대학교는 해방 후 국가지도자들에 의해 1946년에 설립된 최초의 민족사

학입니다. 국민대학교 일대 총장인 신익희는 제 1대 국회의장을 역임하기도 하

였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둘러쌓인 친환경적 그린 캠퍼스를 뽐내는 국민대학교

는 서울에서 5번째로 규모가 큰 대학으로 14개 학부 및 14개 대학원이 개설되어 

있으며 약 23,000명의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주요성과

(1) 2006

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에서 ‘우수대학’ 선정

② 교육인적자원부 ‘특성화지원사업’ 선정

③ 개교 60주년 기념식

(2) 2007

① 2주기 대학종합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② 교육인적자원부 ‘수도권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

(3) 2008

①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교육인증평가 인증’ 획득

②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경제 및 물리 분야 최우수대학’ 선정

(4) 2009

① 한국경영교육인증원 ‘경영학교육인증평가 인증’ 획득 

(5) 2010

①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건축학부 건축학교육인증 5년’ 획득

(6) 2011

① 31개국 198 해외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글로벌 대학

② 1,000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이 수학하고 있는 글로벌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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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대 강점 분야

(1) 자동차공학부

① 국내 최초로 설립된 자동차공학부 및 자동차공학 전문대학원

② 국내 자동차공학 분야 최고

(2) Design

① 국내 조형대 계열 인지도, 입학성적, 취업률 최고 및 수상실적 최다

② 국내 디자인 분야 최고

③ 2008년 Adobe grand Prize 수상 

(3) 경영대학

① 2009 한국경영교육인증 기관 선정 

   (국내 경영대학 중 상위 10%만 인증)

② 국내 경영대 계열 인지도, 취업률 최고 및 우수교수진 보유

(4) IT Technology

① 국제경쟁력을 갖춘 종합 전자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② 정부 주관 지원 사업팀 선정

③ 2006년 MS-Imagine Cup prize 수상 

(5) 예술대학

① 음악, 미술, 공연예술학부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종합예술대학

② 이효리, 세븐, 엄태웅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 및 실력파 공연예술 

   관계자 다수 배출

II. 모집 요강

1. 모집인원

 정원 제한없이 모집하며, 지원자의 수학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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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열 대 학 모집단위(세부전공)

인 문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국사학과

사회과학

대    학

 행정정책학부(행정학 / 정책학)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언론정보학부(언론학/ 광고학)

 국제학부(러시아학/ 일본학/ 중국학)

법과대학  법학부(공법학/ 사법학)

경상대학
 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대학
 경영학부(경영학)

 경영정보학부(경영정보 / 정보시스템 / 전자상거래)

자 연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신소재공학)

 기계시스템공학부(기계시스템공학)

 자동차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부(건설시스템공학)

전자정보

통신대학

 전자공학부(전자공학)

 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

삼림과학

대    학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임산생명공학과

자연과학

대    학

 나노전자물리학과

 생명나노화학과

 수학과

 식품영양학과

 발효융합학과

인문ㆍ자연
 KMU International School

 (International Business / Information Technology)

2. 모집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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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ㆍ체능
조형대학

 공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금속공예학과

 도자공예학과

 의상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학과

 영상디자인학과

체육대학  체육학부(체육학/ 스포츠경영학/ 경기지도학)

3. 지원자격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으로서 국내 또는 외국 소재 학교에서 

초 ․ 중 ․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학생 국적이 대만인 경우 부 또는 모가 대만국적이면 지원 가능함.

(3) 생후 외국국적 취득자인 경우 부모와 학생 모두 학생 고교 입학 전(한국

학제 기준) 시민권을 취득하여야 함.

(4) 이중 국적자 중 한국 국적 소지자는 지원할 수 없음.

4. 제출서류

(1)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비고

 1. 서류심사 신청서(본교 서식)  

 2.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본교 서식) ※ 한글 자필작성 

 3. 학력조회동의서(본교 서식)

(2)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①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공

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최종합격자는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거나 해당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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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요소

모집단위
전형

형태

사정

단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본교

한국어

시험능력

서류전형 면접고사 실기고사 계

인문⦁자연계, 

체육학부

단계별

전형

1단계 100% ― ― ― 100%

2단계 ― 100% ― ― 100%

예능계

(조형대학)

단계별

전형

1단계 100% ― ― ― 100%

2단계 ― ― 20% 80% 100%

(1) 1단계 통과자(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획득한 자)에 한해 2단계 전형 

실시

(2) 아래의 한국어능력 자격조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는 본교 한국

어능력시험 면제

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② 국내 4년제 정규대학 부속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정규과정을 3급 이상 

수료한 자

③ 한글학회 주관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300점 이상 취득자

④ 국내 소재 화교학교 졸업(예정)자

⑤ 국내 중ㆍ고등학교(외국인학교 제외)를 2년 이상 재학한 자

(3) 본교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 교육과정 반 편성 및 본과진입을 평가하

는 기준이  됩니다.

6. 선발기준

(1) 정원 제한 없이 모집하며, 지원자의 수학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발합니다.

(2) 본교가 정한 지원자격 미달자와 면접고사 또는 실기고사 결시자(응시포

기자 포함)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3) 면접고사 ‘F’ 판정 받은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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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능계(조형대학) 면접고사

면접고사 내용 및 배점
비고

기본소양 교과적성

100점

(자기소개서 

활용)

100점

(작품집 

활용)

※ 면접 시 작품집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미지참 시 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 유의사항: 지원자 식별 가능한 표식 절대 금지

   - 조형대학 작품집 규격:

     A3 이내의 평면작품(또는 출력물) 5점 이내

8. 예능계(조형대학) 실기고사

모집단위 실기명 출제내용 고사시간 실기용지 준비도구 배점

공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금속공예학과

도자공예학과

의상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학과

영상디자인학과

정물소묘
주어진 대상의 

사실적인 묘사
4시간

켄트지

4절지

연필,

지우개
800점

9. 전형료 및 전형료 환불

(1) 전형료

모집단위

전형료(원)

일반

관리비

한국어

능력

시험비

서류

심사비

서류

전형비

면접

고사비

실기

고사비
합 계

인문⦁자연계, 

체육학부
50,000 30,000 50,000 20,000 - - 150,000

예능계

(조형대학)
50,000 30,000 50,000 - 20,000 50,000 200,000

① 정부초청장학생은 전형료 중 일반관리비(　50,000)가 면제됩니다.

② 한국어능력시험 면제자 및 결시자는 원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한국어

능력시험비(　30,000)를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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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료 환불    

전형료는 서류심사결과 지원자격 미달자 및 면접/실기고사 결시자에 한

하여 서류전형비(₩20,000) 또는 면접고사비(₩20,000) 및 실기고사비

(₩50,000)을 환불합니다.

III. 업무 담당자 연락처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손창배 soncb@kookmin.ac.kr 02-910-5834

정해지 cathyc@kookmin.ac.kr 02-910-5835

이지연 ljy99@kookmin.ac.kr 02-91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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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min University   

☞ Address: 861-1, Jeongneung-dong, Seongbuk-gu, Seoul 136-702, Korea

☞ Website: http://www.kookmin.ac.kr

I. Introduction to Kookmin University

1. History

    Kookmin University is the 1st private university established by 

national leaders after dependance from Japan in 1946. Mr. Ik Hee Shin, 

who was the first president of Kookmin, later went on to serve as the 

first Hous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Surrounded by the Bukhansan National Park, Kookmin University 

boasts a clean and green environment complimented by the most 

up-to-date educational facilities. As the 5th largest university in Seoul, 

Kookmin University has 14 colleges and 14 graduate schools including 

about 23,000 students.

2. Major Accomplishments in Recent Years

(1) 2006

① Named one of the most outstanding universities in the National 

Evaluation for Universities by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KCUE)

② Selected to be funded by the Project for Diversification & the 

Development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③ Celebrated its 61st anniversary

(2) 2007

① Received the Best University award from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KCUE)

② Selected to be funded by the Project for Diversification & the 

Development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Metropolitan Area 

Universities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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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

① Acquired the ‘Certification of the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in Korea (ABEEK)’ for the 4 intensive undergraduate 

programs in the field of engineering

② Selected as an ‘excellent university in the field of economics & 

Physics’ in the scholastic evaluation by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4) 2009

① Acquired ‘Certification of the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in Korea (ABEEK)’ for the College of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llege of Business 

(Department of Business IT), and the educ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5) 2010

① Acquired 5-Year Architectural Accreditation from the 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KAAB)

(6) 2011

① Global University Establishing official sisterhood relationships with 

198 universities in 31 different countries

② Global Campus with over 1,000 international students

3. Nation Leading Areas

(1) Automotive Engineering

① Established the nation’s first automotive engineering department 

and the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for automotive engineering 

to set up the system of cultivating high-level manpower 

② Ranked top in Korea

(2) Design

① Achieving the nation’s best performances in degree of recognition, 

academic record of new students, rate of employment, and 

prizes awarded 

② Recognized as one of the top 2 schools in Korea 

③ Won the 2008 Adobe Grand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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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nagement

① Accredited by Korea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Accreditation, 

2009 (only about 10% of Korean universities have acquired 

accreditation) 

② Having the nation’s top class reputation, rate of employment, 

and excellent professors 

(4) IT Technology

① Cultivating the highly qualified manpower for comprehensive 

electronic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field having been 

equipped wit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② Selected as the project team supported by the Korean Government 

③ Won the 2006 MS-Imagine Cup prize 

(5) Arts

① Recognized as the nation’s sole comprehensive arts college consisting 

of Music, Arts, and Performance Arts departments 

② Cultivated many reputed artists such as Lee Hyo-ri, Seven, Eom 

Tae-wung, etc. 

II. Admission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1. Number of Students to be Admitted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to be admitted is not limited and 

candidates are selected upon review of their academic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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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ollege Admission Unit (specific Majors)

Liberal 

Arts

College of 

Humanities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n History 

College of 

Social 

Sciences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Public Administration Major / Public Policy 

  Major )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Sociology

 School of Communication 

 (Mass Communication Major / Advertising  

  Major) 

 School of International & Area Studies  

 (Russian Studies Major / Japanese Studies 

  Major / Chinese Studies Major) 

College of 

Law

 Department of Law 

 (Public Law / Private Law) 

College of 

Economics and 

Business 

 Economics Major

 International Trade Maj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Major)

 Schoo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Information Management Major / Information 

  Systems Major / e-Commerce Major )

General 

Sciences

College of 

Engineering 

 School of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Major)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Major)

 School of Mechanical and Automotive 

Engineering

 School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Major)

2. Admission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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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Major) 

 School of Computer Science

 (Computer Science Major)

College of 

Forest Science

 Department of Forestry, Environment, 

 and Systems

 Department of Forest Products & 

 Biotechnology

College of 

Natural 

Sciences

 Nano and Electronic Physics 

 Bio and Nano Chemistry 

 Mathematics

 Food and Nutrition

 Department of Advanced Fermentation Fusion 

Science and Technology 

Liberal 

Artsㆍ
General 

Sciences

 KMU International School 

 (International Business / Information Technology)

Artisticㆍ 
Physical 

Educatio

n  Fields

College of 

Design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Department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Department of Metalwork & Jewelry

 Department of Ceramic Crafts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Department of Internal Design 

 Department of Entertainment Design

College of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 Sport Management / 

  Athletics Coaching)

3. Entry Requirements

(1) Those whose parents are both foreign nationals and those who 

have completed the equivalent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a school located in Korea or abroad

(2) Taiwanese nationals may apply even if just one of either parent 

has Taiwanes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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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plicants who have acquired a foreign citizenship after birth 

may apply only if both the parents and student have acquired it 

before the student is admitted into high school (Or a school 

equivalent to high schools in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

(4) Dual citizenship holders may not apply.

4. Required Documents

(1) List of Required Documents

Required documents Remarks

 1. Application form (University format)   

２. Scholastic achievement plan and self-introduction 

essay (University Format) 

※ Written 

  by the applicant 

  in Korean

 3. Written consent to inquire into educational background

    (University Format)
  

(2) Special attention about submitting application documents

① All certificates written in foreign languages must be submitted 

after they have been translated into Korean and certified. 

② Successful applicants must submit either an ‘Apostille Certificate’ 
from the country where the applicant received their school 

attendance record, report card, and graduation (or scheduled 

graduation) certificate, or an ‘Overseas Educational Institute 

Certificate’ or ‘Consul Validation’ from the Korean consulate 

located in the country where the applicant attended school.

If any filled or required documents are found to be false, 
admission will be rev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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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election Factors

Programs
Form 
of 

selection

Asses
ment 
level

Reflection ratio and score 
by selection factor

Univ. 
Korean 

Proficien
-cy Test

Docume-
nt 

selection

Intervie
w

Practical 
examinat

-ion
Total

Liberal Arts, 
Natural 
Science, 

College of 
Physical 
Education

Collectiv
e total

1st 
level

100% ― ― ― 100%

2nd 
level

― 100% ― ― 100%

Artistic 
Fields 

(College of 
Design/ 

College of 
Arts)

Collectiv
e total

1st 
level

100% ― ― ― 100%

2nd 
level

― ― 20% 80% 100%

(1) 2nd level admission is limited for 1st level qualifiers (50 or above 

out of 100 points)

(2) Applicants who satisfy one of the following Korean ability 

requirements are exempt from the proficiency test

① Those who have acquired Level 3 or above in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S-TOPIK)

② Those who have completed Level 3 or above at an established 

Korean language course in an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is 

affiliated with an established four-year local university

③ Those who have acquired Level 3 or above in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KLPT)

④ Those who have graduated (or are scheduled to graduate) from  

a school for Chinese residents abroad located in Korea

⑤ Those who have studied for two or more years in middle or high 

school in Korea (with the exception of international schools in 

Korea)

(3) University's Korean Proficiency Test will become the evaluation 

criteria of grouping Korean curriculum course and the regular 

undergraduat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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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election Criteria

(1) There will be no application quotas. Selection will be made 

according to the applicants’ capabilities in mathematics, etc. 

(2) Applicants who are deemed by the University to be lacking in 

qualifications or those who fail the interview or practical 

examination (Including those who forfeit the examination) will be 

disqualified from admission.

(3) Applicants who receive an “F” for their interview will be 

disqualified from admission

7. Interview for Artistic Fields (College of Design)

Interview content 

and point allotment 
Remarks

Basic 

knowledge
Aptitude

100 points

(using 

self-

introductio

n essay)

100 

points

(using 

portfolio)

※ Applicants must bring a collection of their 

works(portfolio) to the interview.

   (Failure to submit portfolio will disqualify

    applicants from taking the examination) 

   - Attention: a portfolio cover that can identify 

 the applicant is strictly forbidden

   - Department of Sculpture portfolio standard: 

     a flat creation smaller than size A3 or   

     under five printed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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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rtistic field practical examination (College of Design) 

Program
Examina
t-ion 
Name

Question 
Contents

Examina
t-ion 
Time

Paper 
Used in 
Examina
t-ion

Preparati
-on 

Material
s

Point 
Allotmen

-t

Industrial 
Desig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Metalwork & 
Jewelry

Ceramic Crafts
Fashion Design
Interior Design

Still life 
sketch

Realistic 
depiction 

of 
subject 
matter

Four 
hours

Kent 
paper, 
Quarto 
paper

Pencil, 
Eraser

800 
points

9. Application Fee and Refund of Application Fee

(1) Application Fee

Admission 
Unit

Application Fee(KRW)

Adminis
-trative 

fee

Korean 
Proficie
-ncy 
Test

Docum-
ents 

screenin
-g fee

Docume
-nts 

selectio
n fee

Intervie
-w 

exam 
fee

Perform
-ance 

test fee
Total

Liberal Arts, 
Natural 
Science, 

College of 
Physical 
Education

50,000 30,000 50,000 20,000 - -
150,00

0

Artistic 
Fields 

(College of 
Design/ 

College of 
Arts) 

50,000 30,000 50,000 - 20,000 50,000
200,00

0

① KGSP students will have Administrative fee (　50,000) remitted 

out of the Application Fee

② Korean language proficiency exemptions and applicants who missed 

the exam will have Korean Proficiency Test fee (　30,000)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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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ir bank account

(2) Refund of Application Fee    

Application Fees (Document selection fee (₩20,000) or Interview 

exam fee (₩20,000) and Performance test fee (₩50,000)) will be 

refunded to applicants found lacking in qualifications during the 

document screening, and applicants who missed Interview/ 

performance exam.

III. Contact Information

Name E-mail Telephone Number

Changbae, Son soncb@kookmin.ac.kr 82-2-910-5834

Haeji, Jeong cathyc@kookmin.ac.kr 82-2-910-5835

Jiyeon, Lee ljy99@kookmin.ac.kr 82-2-91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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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대 학 교   

☞ 주  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 사이트: www.daegu.ac.kr

Ⅰ. 대학 소개

1. 대학안내

    (1) 설립연도: 1956년

    (2) 캠퍼스: 경산캠퍼스 · 대구캠퍼스

      * 전국 최대 규모의 캠퍼스(268.5 ha)

      * 아름다운 캠퍼스 TOP 10 선정

      * 한국의 3대 도시인 대구광역시에 위치

      * 서울에서 기차로 약 2시간 30분 소요

    (3) 재학생 수: 약 25,000명(외국인학생 수: 약 900명)

    (4) 단과대학 및 전공: 12개 단과대학의 96개 전공 개설

    (5) 졸업생 취업률: 전국 7위

2. 특성화 분야

    (1) 디자인 분야(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학과·시각디자인학과·실내건축디자인학

과·패션디자인학과 등)

      ① 목표: 201C 문화·지식·정보 시대에 적합한 예술가 양성

      ② 실적: 디자인 학문분야 평가 우수대학 / NURI(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디자인사업단 중심대학

    (2) 정보통신 분야(정보통신공학부·컴퓨터 및 IT공학부·전자 및 전기공학부)

      ① 목표: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정보통신 전문 인력 양성

      ② 실적: 다양한 IT분야 국책사업 유치 / 공학교육인증제(ABEEK: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운영

    (3) 경상계열 분야(관광경영학과·금융보험학과·무역학과·경영학과 등)

      ① 목표: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의 요람

      ② 실적: 최신 이론과 현장실습 프로그램 제공

    (4) 국제한국어교육 분야(국제한국어교육과)

      ① 목표: 한글을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전문가 양성

      ② 실적: 국외 인턴십프로그램 운영

    (5) 재활과학 분야(물리치료학과·직업치료학과·언어치료학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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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목표: 국·내외 재활시스템 분야 발전

      ② 실적: 전국최고의 재활전문 인력양성기관 / 국내 유일 재활 관련 단과대학 

    (6) 사회복지 분야(사회복지학과·산업복지학과·가정복지학과)

      ① 목표: 지역사회 및 국가의 복지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

의 전문가 양성

      ② 실적: 사회복지 현장실천분야 진출인력 배출 전국 1위

3. KGSP(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장학생 수학현황: 

22명(대학원 19명, 학부 3명) 

4. 장학프로그램

    (1) 기숙사 무료 제공: 5년(한국어연수과정 1년 + 학부과정 4년) / 국제관 2

인 1실

    (2) 왕복항공료 1회 추가지급: 학부과정 재학기간 중 장학생이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왕복항공료 1회 추가지급(최대 100만원(약 $1,000), 실비지급)

    (3) 학부 입학금 및 전형료 면제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장학금 지급: 최대 100만원(학부 재학 중취득한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5. 기타 외국인학생 지원 프로그램

    (1) 1:1 맞춤식 한국어 보충수업 운영: 한국어연수과정과 별도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전공자(국제한국어교육과 재학생)와의 1:1 수업 운영

    (2) 맞춤형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학부 수학기간 중 한국기업에 인턴십 기

회 제공(소요경비 일부 지원) 

    (3) 학부 졸업 후 대학원 진학 시 연구조교 장학생으로 적극 추천: 수업료 면제

    (4) 상담제도: 지도교수 지정

    (5) 단기문화체험프로그램 참가

    (6) 홈스테이체험프로그램 참가

    (7) 멘토프로그램 운영(학생, 교수, 직원)

    (8) 기타 지원프로그램: 버디프로그램·외국인학생 상담센터 운영·한국어말하

기 대회·외국인학생 체육대회·외국인학생의 밤·정기 간담회 등

6. 외국인학생 지원관련 One-stop 서비스 제공

    * 전담 지원부서(국제처) 및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한 서비스 제공: 정부초청 

장학생들의 만족스러운 유학생활을 위해 국제처가 전담 지원부서로 지정

되어, 한국어교육․학사관리․기숙사관리․출입국서비스․생활상담․각종 행사지

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정부초청 장학생들은 유학생활중 어려운 점

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담당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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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집요강

1. 모집인원: 대구대학교 입학요건을 만족하는 정부초청 학부장학생 전원 

2. 모집 단위

대학 모집단위 개설전공

자율전공학부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개설학과(전공)→아래참조)

자율전공학부(자연공학계열) (개설학과(전공)→아래참조)

인문

국어국문학과

중국어중국학과

일본어일본학과

러시아어러시아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국제한국어교육과

체육학과

스포츠레저학과

골프산업학과

건강증진학과

법과 법학부
공법학전공
사법학전공
공공안전법학전공

행정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도시행정학과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도시·지역계획학과

부동산학과

경상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회계·세무학부
회계학전공
세무학전공

금융보험학과

관광경영학과

호텔관광학과

사회
과학

사회복지학과

산업복지학과

가정복지학과

국제관계학과

사회학과

신문방송학과

문헌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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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학

심리학과

자연
과학

수학과

전산통계학과

물리학과

화학․응용화학과

생명과학과

의생명과학과

공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공과

기계·자동차공학부
자동차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산업경영공학과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생명공학과

화학공학과

조경학과

정보
통신

전자·전기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전자제어공학전공

정보
통신

공학부

통신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임베디드시스템공학전공

컴퓨터·IT공학부
전산공학전공
정보공학전공

생명
환경

원예학과

생명환경학부
바이오산업학전공
식품환경안전학전공

동물자원학과

산림자원학과

조형
예술

회화과

시각디자인학과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생활조형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재활
과학

직업재활학과

언어치료학과

재활심리학과

재활공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간호보건학부 간호학과

     ※ 학과군(학부)입학생의 학과(전공)결정: 학생의 희망과 본교 학과(전공)배

정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2개 학기 이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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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자연공학계열) 이수자 개설학과(전공): 학과(전

공) 선택 시기-1학년말

      ․ 인문사회계열 개설학과(전공): 인문대학(국제한국어교육과, 체능계열 제

외), 법과대학, 행정대학, 경상대학, 사회과학대학 전체학과

      ․ 자연공학계열 개설학과(전공): 인문대학(건강증진학과),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생명환경대학, 재활과학(물리치료학과, 작업치

료학과 제외) 전체학과

3.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국립국제교육원의 조건과 동일

4. 선발 방법: 서류심사(100%)

Ⅲ. 원서 접수 및 문의처

  1. 담당자: 대구대학교 국제교류팀 박주희

  2. 주소: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학교 성산홀 6층 국제교류팀

  3. 연락처 Office: +82-53-850-5684 / C.P.: +82-10-8825-2439 / 

E-mail: oia@dae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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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University   

☞ Address: Jillang, Gyeongsan, Gyeongbuk 712-714 Republic of Korea

☞ Website: http://eng.daegu.ac.kr/ 

Ⅰ. University Information

1. About Daegu University

    (1) Establishment: 1956

    (2) Campus: Gyeongsan Campus, Daegu Campus

         * The largest campus in the nation

         * Selected as one of the TOP 10 most beautiful campuses

         * located in Daegu, the third largest city in Korea

         * about 300km south of Seoul, South Korea's capital city (2.5 

hours from Seoul by train)

    (3) Number of Students: over 25,000 (International students: about 900)

    (4) Colleges and Majors: 12 colleges and 96 majors

    (5) Graduate Employment Rate: ranked No. 7 in the nation overall  

2. Specialized Fields

    (1) Arts and Design (Department: Image·Animation Design, Visual 

Design, Industrial Design, Fashion Design, etc.)

      ① Goal: The creation of professionals necessary for the 21st 

century's cultur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② Performance: Selected as the excellent field of study by the 

government / Chosen as a primary university for the government 

sponsored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NURI) program

    (2)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Division: Computer 

& Communication Engineering, Electronic Engineering, Computer 

& Information Technology)

       ① Goal: The cultivation of experts in the high-tec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ield

       ② Performance: Engaged in various Government Sponsored Projects 

/ Certified by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AB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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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conomics and Business (Department: Tourism Management, Finance 

and Insurance,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Administration)

      ① Goal: The cultivation of global business professionals

      ② Performance: The provision of cutting-edge theories and practical 

experience

    (4) International Korean Education (Department: International Korean 

Education)

      ① Goal: The cultivation of professional educators in Korean in order 

to distribute Korean around the world

      ② Performance: The Provision of various overseas internship programs

    (5) Rehabilitation Science (Department: Physical Therapy, Vocational 

Rehabilitation, Speech Pathology, etc.)

       ① Goal: The improvement of rehabilitation and welfare systems 

for the disabled in Korea as well as overseas country

       ② Performance: Unique college offering rehabilitation related education 

/ The cultivation of the best rehabilitation work force in the 

nation

     (6) Social Welfare (Department: Social Welfare, Industrial Welfare, 

Family Welfare)

       ① Goal: The cultivation of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who can 

contribute to the welfare of humanity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② Performance: Ranked No.1 in the nation overall for producing 

highly skilled human resources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3. The Number of KGSP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Students: 22 (19 Graduate students, 3 Undergraduate students)

4. Scholarship Program

    (1) Free accommodation: Five years of accommodation fees in a twin 

room at the International House on campus will be endowed as 

scholarship. (Korean Language Course: 1 year + Undergraduate 

Course: 4 years)

    (2) Additional round trip airfare provided: Round trip airfare up to 1 

million Korean won (that is around US$ 1,000) will be provided 

one time during undergraduat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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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dmission and Application fees will be waived.

    (4) 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Scholarship: A scholarship 

of up to 1 million Korean won (that is around US$ 1,000) is 

awarded to those students who successfully complete the TOPIK 

at levels 5 or 6 after being admitted into Daegu University.

5. Other Support Programs 

    (1) 1:1 Private Tutoring for Supplementary Korean Lessons: A one to 

one supplementary Korean language lessons with a student majoring 

in International Korean Education is offered for KGSP students.

    (2) Internship program: An internship program at a Korean company 

will be provided with some financial support by Daegu University.

    (3) If KGSP students are admitted to Daegu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ey will be strongly recommended as international graduate 

research assistants.

       * International Graduate Research Assistantship

        - Students who are awarded an assistantship under the “Regulation 

for International Research Assistantship” of the Office of 

Research Affairs receive a tuition waiver and a 50 percent 

reduction of their admission fee.

   (4) Counselling program: KGSP students are provided with counselling 

by their advising professor.

    (5) Participation in DU’s Short-cultural Experience Program

    (6) Mentoring Program: Daegu University's student, faculty or staff 

will be designated as mentors for KGSP students. 

    (7) Participation in a Home-stay Program

    (8) Other programs: Buddy Program·International Student Counseling 

Center·Korean Language Speech Contest·Athletic Meet·International 
Student Talent Contest·Regular Meetings for International Students

6. One-Stop Service for International Students

    * Service from the professional staff at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provides support for 

KGSP students in order to ensure a comfortable and efficient 

learning environment. The staff at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responds quickly to any and all needs of KGSP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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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Classification or Department (Major)

School of 

Exploratory 

Majors

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Division of Science and Engineering

College of 

Humanities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hinese Language & Studies

Japanese Language & Studies

Russian Language & Studies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International Korean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Health & Leisure 

Industry

Sports & Leisure Studies

Golf Service Management 

Health Promotion

College of Law
Division of Law 

(Public Law, Private Law, Public Safety & Security Law)

College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Police Administration

Urban Public Administration

Community Development & Welfare

Urban and Regional Planning

Real Estate

College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Economics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Administration

Division of Accounting and Taxation 

(Accounting, Taxation)

Finance and Insurance

Tourism Management

Hotel & Tourism

Ⅱ. Programs offered for Admission & Number of students Admitted

1. Number of Students Admitted

   - All the KGSP undergraduate students who meet the admissions 

requirements of Daegu University.

2. Programs Offered for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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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Social 

Sciences

Social Welfare

Industrial Welfare

Family Welfare

International Relations

Sociology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Psychology

College of 

Natural Sciences

Mathematics

Computer Science and Statistics

Physics

Chemistry

Biological Science

Biomedical Science

College of 

Engineering

Architectural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Environmental Engineering

Division of Mechanical & Automotive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Automotive Engineering)

Industrial and Management Engineering

Food Engineering

Food and Nutrition

Biotechnology

Chemical Engineering

Landscape Architecture

Colle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Division of Electronic Engineering

(Electronic System Engineering, Electronic Control 

Engineering)

Division of Computer & 

Communication 

Engineering

Communication Engineering

Multimedia Engineering

Embedded System Engineering

Division of Computer & Information Technology

(Computer Engineering, Information Engineering)

College of Life & 

Environmental 

Science

Horticulture

Division of Life & Environmental Science

(Bioindustry, Food & Environmental Safety Science)

Animal Resources

Forest Resources

College of Arts 

and Design

Paintings

Visu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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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Animation Design

Industrial Design

Craft Design

Fashion Design

Housing & Interior Design

College of 

Rehabilitation 

Sciences

Vocational Rehabilitation

Speech Pathology

Rehabilitation Psychology

Rehabilitation Technology

Physical Therapy

Occupational Therapy

Division of 

Nursing and 

Public Health

Nursing

 ※ Based on the relevant regulation, the majors of students who are 

admitted to the divisions will be decided after completing two 

semesters at DU.

  ※ The majors of the students who are admitted to the School of 

Exploratory Majors will be decided at the end of the first year. 

3. Application Eligibility and Required Documents: the same regulations 

with NIIED

4. Selection Process: 100% document screening

Ⅲ. Application Submission and Inquiry

  1. Staff: Ms. Joohee Park, International Affairs Team, Daegu University

  2. Address: Jillyang, Gyeongsan, Gyeongbuk 712-714 Republic of Korea

  3. Contact Information  

    - Office: +82-53-850-5684 / C.P.: +82-10-8825-2439 / 

E-mail: oia@dae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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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대 학 교   

☞ 주  소: 대전시 동구 대학로 62(용운동) 

☞ 사이트: www.dju.ac.kr

Ⅰ. 개요

대전대학교는 1981년 문화 창조, 사회봉사, 국가발전의 교육이념아래 개교하였

습니다.

8개 단과대학 50개 학과를 통해 이론과 실용이 접목된 교육을 실시하며 올바른 

시대정신과 글로벌한 감각을 지닌 인재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대학교는 

국제교류를 통한 학문의 세계화를 실현하고 그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현재까지 

일본, 중국, 미국, 영국 등 24개국 65개의 세계 여러 나라 대학들과 교류하고 있

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국제 감각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개교 30주년을 맞은 대전대학교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

약을 준비합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의 역량을 넓히고 나아가 한국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

니다.

Ⅱ. 교과과정

단과대학 학과 비고

인문예술대학

국어국문·창작학부, 철학과, 역사문화학과, 서예·한문학과, 디

자인·애니메이션학부, 중등특수교육과, 방송공연미술학과, 영어

영문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일어일문학과, 러시아통역학과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경찰학과, 행정학부, 정치언론홍보학과, 사회복지학과, 

군사학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무역통상학과, 물류유통학과, 산업·광고심리학과, 회

계학과, 비즈니스 정보통계학과, 병원경영학과, 경제학과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방재학부, 컴

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IT경영공학과, IT전자공학과, 신

소재공학과, 응용화학과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미생물생명공학과, 임상병리학과, 응급구조학과, 

물리치료학과, 뷰티건강관리학과, 아동교육상담학과, 패션디자

인·비즈니스학과, 식품영양학과, 해킹보안학과, 체육학부, 무용

학과

한의과 대학 한의예과, 한의학과,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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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학안내

내용

지원자격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국내 또는 외국의 정규 고등학교 과정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지원서류 ·입학지원서(본교 소정양식)

전형방법 신입: 서류전형 및 면접

Ⅳ. 문의

연락처 ◆Tel: 82-42-280-2125   ◆Fax: 82-42-272-8533

E-mail pyocs@dju.kr

홈페이지 http://www.dj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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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college Department major note

Humanities & Art

Korean language & literature, Philosophy, History & 

Culture, Calligraphy, Design&Animation, Specialized 

secondary education, English language&literature, Chines 

language & culture, Japanese language& literature, 

Russian translation

Social & Science
Law, Policing, Administration, Political media promotions, 

Social welfare, Military affairs

Management

Management, Trade&Commerce, Distribution& Logistics,  

Industrial advertising psychology , Accounting taxation, 

Business information statistics, Hospital management, 

Economics

Daejeon University   

☞ Address: #96-3 Yongun-dong, Dong-gu, Daejeon, Korea

☞ Website: www.dju.ac.kr

Ⅰ. Introduction

Daejeon University was established in 1981 under the educational idea 

as create culture, social service, national development. We produce 

graduates who have the right sprit of the age and global senses by 

special education that combines theory and practice  through 8 of 

colleges and 52 of major field.

Daejeon University interacts with 65 universities in 24 countries 

including Japan, China, U.S.A., and England with the intension of 

improving quality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 In addition, through 

various programs we are continually supporting our student who are 

expected to acquire a cosmopolitan outlook.

Daejeon University, in competition with 30 anniversary, is preparing to 

jump up with great vision for future. We will try to our best to be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established creative and innovative 

universities.

Ⅱ.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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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Architecture, Architecture technology, Civil engineering, 

Environmental engineering,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Computer engineering, Information&Communication 

engineering, IT management, IT Electronic engineering,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 Applied chemistry

Natural Science

Life science, Microbial biotechnology, Clinical Pathology, 

Physical therapy, Beauty&Health management, Children 

venture industry, Fashion design∙business, Food nutrition, 

IT information protection, Physical education, Dance

Oriental Medicine Oriental medicine, Nursing

Ⅲ. Entrance requirement

Contents

Qualification

· International student whose both parents are also foreign 

nationals.

· International student who have received 12 years of education 

from overseas.

Requirement 

documents
Admission application form (University's prescribed format)

Screening method Freshman applicant: Paper screening and interview

Ⅳ. Contact details

Address #96-3 Yongun-dong, Dong-gu, Daejeon, Korea

Inquiry ◆Tel: 82-42-280-2125   ◆Fax: 82-42-272-8533

E-mail pyocs@dju.kr

Homepage http://www.dj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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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계 열 모 집 단 위

불교 인문 불교학전공*

문과 인문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부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윤리문화학부

사학과

동 국 대 학 교(서울캠퍼스)   

☞ 주  소: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 사이트: www.dongguk.edu

I. 학교소개

  1906년 불교계 선각자들이 설립한 동국대학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

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한국사회를 선도하는 20만 명 이상의 인재를 배출한 동국대학교는 지난 2006

년 건학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최고일류 사학은 물론 세계적 고등교육기관

으로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 천명의 동국대학교 신입생들은 인생의 조화와 상생의 리더십을 키워

나가고 있고, 우수한 교수진과 행정진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시대적 패러

다임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고등교육기관이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열정과 패기로 가득찬 학생들에게 세계로 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쏟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경영과 최적의 교육환경을 갖춘 동국대학교는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며,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2. 모집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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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 자연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반도체과학과

법과 인문 법학과

사회

과학
인문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북한학전공

경제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사회학전공

신문방송학전공*

경찰행정학과*

식품산업관리학과

경영 인문 경영학부*

바이오

시스템
자연

생명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공과 자연

전자전기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건축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과

영상

미디어

예체능 영화영상학과*

자연 멀티미디어공학과

인문 광고홍보학과*

예술 예체능
연극학부*

문예창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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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격

구 분 지원자격

공통자격

A) 또는 B)

A)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부모 모두 외국국적을 소지한 외국인

   (부, 모, 본인 모두 외국인)  

B) 12년 해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외국에서 초·중·고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본인만 외국인)

학력자격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4. 전형방법

  - 서류심사 100% 

   ※ 단, 한국어연수 후 대학 진학 시 본교 외국인입학전형에 별도 응시하여야 함. 

   ※ 본교 외국인입학전형 전형요소: 한국어능력 30%, 서류심사 70% 

                                   (연극학부 실기고사 별도 시행)

5. 제출서류

  ①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NIIED 서식)

  ② 여권 사본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④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사본

  ⑤ 추천서(NIIED 서식)

  ⑥ 수상경력(소지자만)

  ⑦ 어학시험 성적표(소지자만)

6. 연락처

  담당자: 허정인

  주소: (100-715)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외국인서비스센터

  전화번호: 82-2-2260-3438 / FAX: 82-22-2260-3879

  E-MAIL: scf@dongguk.edu / Homepage: www.dongguk.edu



- 160 -

Dongguk University (Seoul Campus)

☞ Address:  Pil-dong 3 ga 26, Jung-gu, Seoul

☞ Website:  www.dongguk.edu

I. Introduction to Dongguk University

Founded in 1906, Dongguk University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private institutions in Korea. Dongguk University has led Korean 

society, having produced over 200,000 graduates on a firm foundation of 

tradition and excellence. In 2006, Dongguk University celebrated its 

100th anniversary. Looking forward to the coming century, Dongguk is 

striving to become the most prestigious private university in Korea, and 

a distinguished global institution. 

In the 21st century, we are entering a world of increasing competition. 

Rapid changes in industry, technology, and social structure have also 

changed society's vision of the ideal workforce. The paradigm of 

university education must move away from convention, and transform 

itself in order to satisfy these new demands. Dongguk 

Universityceaselessly strives to keep pace with the demands of the 

times, and to establish itself as a competitive global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For thousands of new students each year, Dongguk 

continues to serve a great first step on a lifelong journey of 

self-discovery, service to others, and spiritual enlightenment.

We strive to become a gathering ground for passionate learners and 

scholars, offering them pathways into the world. We are nurturing 

creative thinkers who will elevate global recognition of Korean culture; 

progressive, young challengers who will drive our high-tech industrial 

society; and ethical, global leaders of wisdom and compassion. As an 

academic community advancing across the globe, Dongguk University is 

leading the way to a bright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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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rea of Study

College Affiliation Department/Division(Major)

Buddhist Studies Humanities Buddhist Studies major*

Liberal Arts Humanities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ivision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Dep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Dep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Division of Philosophy•Ethics•Culture

Dept. of History

Natural Science Science 

Dept. of Mathematics

Dept. of Physics 

Dept. of Chemistry 

Dept. of Statistics

Dept. of Semiconductor

Law Humanities Dept. of Law 

Social Science Humanities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major

Public Administration major 

North Korean Studies major

Economics major

International Trade major*
Sociology major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major*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Dept. of Food Industrial Management

Business School Humanities Division of Management*

Life Science and 

Biotechnology
Science 

Dept. of Life Science 

Dept. of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Dept. of Medical Biotechnology

Dept. of Food Science & Biotechnology 

Engineering Science 

Electronics and Electrical Engineering major

Computer Engineering major

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 major

Dept. of Civil and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Dept. of Chemical and Biochemical Engineering

Dept. of Mechanical, Robotics and Energy Engineering

Division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Dept. of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Digital Image & 

Contents

Arts Dept. of Film & Digital Media*
Humanities Dept. of Multimedia Engineering

Science Dept.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Arts  Arts 
Division of Theatre*
Dept. of Creative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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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ligibility for Application

Category Contents

General Requirement

(Either A or B)

A)  International students whose both parents are also 

foreign nationals

 - The applicant and both parents must be non-Korean 

nationals

B)  International students who have received 12 years of 

education from overseas schools

- International students who have received their entir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 overseas

(For B, only the applicant is non-Korean nationals)

Academic Background Those who graduate domestic or overseas high school

4. Admission Criteria 

  - Documents screening 100% 

   ※ When entering undergraduate school after Korean language course, 

the applicant must apply for international student admission of 

Dongguk Univ.

   ※ Admission Criteria for International student admission of Dongguk 

Univ. : Korean language proficiency 30%, Document screening 70%

     (Division of Theater holds separate practical test)

5. Required Documents

  ① Application Form, Self-Introduction, Study Plan (NIIED Format)

  ② Copy of Passport

  ③ Copy of High school Diploma (or Expected) 

  ④ Copy of High school Grade Transcript 

  ⑤ Recommendation Letter (NIIED Format)

  ⑥ Award Record (If applicable)

  ⑦ Language Proficiency Test Score (If applicable)

6. Contact

  Person in charge : Jeongin Heo

  Address: Service Center for Foreigners, Dongguk University, 

Pil-dong 3-ga 26, Jung-gu, Seoul (100-715)

  Tel: 02-2260-3439 / FAX:02-2260-3879

  E-Mail: scf@dongguk.edu / Homepage: www.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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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아 대 학 교   

☞ 주  소: 부산시 사하구 하단2동 840번지 동아대학교 

☞ 사이트: www.donga.ac.kr

I. 대학소개

- 동아대학교는 자유, 진리, 정의를 교시로 1946년 설립된 이후 2011년 현재 11

개 단과대학과 2개 학부 10개의 대학원이 있습니다. 교원은 627명이 재직하

고 있으며, 학부생 약20,000여명과 대학원생 2,000여명 등 총 22,000여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불굴의 동아정신으로 꾸준한 발전을 거

듭해 왔습니다. 

   동아대학교는 약 1,200여명 수용의 최신 시설의 기숙사가 완비되어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심하고 면학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학

의 본부 및 인문과학대학,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등 6개 단과대학이 있는 

승학캠퍼스와 의과대학을 비롯하여 예술대학이 있는 구덕캠퍼스, 그리고 법

학전문대학원, 법과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평생교육원 등이 있는 부

민캠퍼스 등 3개의 캠퍼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아대학교는 대학 본연의 업무인 강의, 연구, 재학생의 취업 제고 등 

학생들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 넘는 '고객감동'의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21세

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1. 특화된 3개의 캠퍼스

구분 내용

승학

캠퍼스 

- 부산 사하구 하단동 승학산 기슭에 위치

- 철새도래지인 을숙도와 낙동강 조망 가능, 넓이 704,917㎡
- 대학본부, 인문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공과대, 

 생명자원과학대학, 스포츠과학대학

부민

캠퍼스 

- 부산시 구도심 위치, 옛 부산지방법원과 부산지방검찰청 자리

-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구덕

캠퍼스 

- 1951년에 조성, 넓이 45,542㎡
- 대신공원의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깨끗한 공기와 좋은 경치

- 의학전문대학원 및 의과대학, 예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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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환학생 

프로그램

교환학생 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대학에서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정규과정을 이수하는 프로그램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터키, 독일 등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자매대학으로 교환학생을 파견

복수

학위제

미국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와 아일랜드 Institute of 

Technology, Carlow, 중국 산동대학(위해분교)에서 해당 전공과

정을 이수하고, 졸업 시 동아대학교와 상대학교에서 동시에 학위

를 수여받는 프로그램

어학연수 

프로그램

방학 중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및 러시아의 자매대학에

서 어학학습, 문화체험 및 자매대학 재학생과의 교류

단기간 효과적으로 어학과 현지문화를 습득할 기회 제공

해외

인턴십

방학 중 미국, 호주, 아일랜드, 일본, 중국 등 전공과 유사한 분

야의 외국 기업체에 인턴으로 참가

국제화 시대의 실질적인 해외 현장 실무교육

재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 실무능력 향상, 국제경쟁력을 증진

학기 

파견제

미국, 일본, 중국의 자매대학에서 어학코스 및 전공 관련 수업을 

이수

국제 

비즈니스 

프로그램

미국 프레스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의 연계로 비즈니스 전문

가 양성과정을 개설

회계, 경영, 경제, 재정, 마케팅 등 국제 비즈니스에 관한 과목을 

한 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이수 국제 전문 경영인재 양성

해외 

계절학기

미국 UC버클리와 일본 큐슈대학, 중국 동화대학에 개설되는 하계 

계절학기에 참가하여 어학과정 뿐만 아니라, 전공 관련 수업 및 

해당지역 연구와 관련된 수업을 이수

해외봉사
방학 중 유럽 및 중국 연변으로 재학생을 파견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문화교류 등의 활동을 전개

2. 글로벌 환경 조성

(1) 국제화부서 내 전담 직원 배치

   (영어권 3명, 일어권 2명, 중어권 2명, 유학생 담당자 1명, 글로벌존     

운영자 1명, 업무총괄자 1명 등)

(2) 교육역량강화사업 2년 연속 사업 수행 및 ‘최우수대학’ 선정

 ① 2009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참가대학 중 ‘최우수대학’으로 선정 

 ② 전체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 중 국제화부문 28.4% 배정 및 활용  

     (교류학생, 인턴십, 글로벌존 운영, 영어캠프, 어학시험 지원 등)

(3) 동아대학교 내 국제교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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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

SGU 

학생교류

일본 삿포로학원대학과 일주일 동안 학생을 상호 파견하여 서로

의 언어 및 문화를 체험

한일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한일학생 교류

Korean

Summer

Session

자매대학생에게 다양한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개설되는 2~4주

간의 단기교류 프로그램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특별강좌를 중심으로, 한국문

화를 직접 체험하는 ‘Culture Activities’에 참가

Special

Summer

Course 

해외 자매대학생들을 위해 방학 동안 개설하는 한국어 과정

시기, 인원, 수업시간 등은 자매대학의 요청에 따라 결정

한국어 강의를 집중적으로 이수하면서 문화체험 및 본교 학생과 

교류

3.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1) 자체 한국어강좌 운영

   - 한국어교재 개발 및 동영상 강의 개발, TOPIK 준비반 운영

   - 한국어 교육 자격 소지 전임강사 배치

(2) 버디 프로그램 및 문화체험 활동 실시

   - 글로벌멘토, 정부초청장학생 도우미, 국제교류도우미 등 

   - 문화탐방, 기업탐방, 글로벌 프렌즈, 캠프 등 다양한 행사

(3)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

   - 영어, 중어, 일어 가능한 상담 인력 배치

   - 기숙사 내 외국어 가능 전담직원 배치

4. 학교 주요 시설

(1) 기숙사

구분 승학관(본관) 주노기숙사

위치 부산 사하구 승학캠퍼스 내 부산 사하구 하단동

규모
[여학생관] 지하2층, 지상5층

[남학생관] 지하1층, 지상5층 
지상 10층 1개 동

기숙

시설

513실(게스트룸 25실 별도), 

수용인원 1,019명

13실, 

최대 수용인원 39명

주요

시설

침대, 책상, 의자, 서랍, 랜케이블, 전

화, 식당, 인터넷카페, 체력단련실, 회

의실, 휴게실, 세탁실, 스터디룸 등

복층식 원룸, 취사 가능, 개별 

욕실, 냉장고, 에어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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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관 

   - 3개 캠퍼스 내 자료실 및 열람실, 의학도서분관, 법학도서분관

   - 단행본 120만여 권,  연속 간행물 18,000여 종, 비도서 55,000여 점 비치

(3) Global Zone

   - A/V Zone: 영화, 뉴스, 드라마 등 각종 위성방송 시청을 위한 공간

   - Reading Zone: 해외대학, 유학ㆍ연수 자료, 해외 신문 및 잡지, 해외 도

서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한국어 교재 비치)

   - Internet Zone: 인터넷 서비스 공간 

   - Meeting Room: 외국어 회화, 학습 및 이용자 간의 교류를 위한 공간

(4) 동아대학교 의료원

   - 1990년 3월에 개원하여 첨단 시설과 의료 장비를 보유한 의료 기관

   - 본교 의과대학과 연계하여 고도의 임상의학연구 우수 의료 인력 배출

   - 최신 의학기술과 정보를 지역 의료계에 전달, 교육병원으로서의 역할

   - 본교 재학생 이용 시 병원비 감면 혜택 

(5) 박물관

   - 1959년 11월 구덕캠퍼스에서 개관

   - 2009년 5월 부민동캠퍼스 내 (구)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건물로 이전

   - 일제 강점기 경상남도청으로 쓰이던 건물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 

   - 보물 11점, 부산시 지정 유형문화재 9점 등 30,000여 점 이상 유물 소장

   - 2층 고고실, 도자실, 와전실, 불교미술실, 서화실, 민속실로 구성

   - 3층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기록실

   -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관람과 학술연구 자료를 제공 

(6) 정보처리교육실 및 인터넷 까페

   - 캠퍼스 전체 무선인터넷 망이 설치

   - 캠퍼스 어느 곳에서나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능

   - Microsoft Office, 일러스트레이터, 오토캐드,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홈

페이지 구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활용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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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 요강

1. 모집학과

대학 계열
모집단위

대학 계열
모집단위

학과(부) 전공 학과(부) 전공

인문 국제학부
국제학

생명
자원
과학
대학

자연

유전공학과
중국학 분자생명공학과
일본학 응용생물공학과

인문

과학

대학

인문

철학과 생명공학과
윤리문화학과 의약생명공학과
사학과

공과

대학
자연

토목공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도시계획학과
국어국문학과 조경학과
문예창작학과

환경공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에너지·자원공학

과프랑스문화학과
중어중문학과 건축공학과

자연

과학

대학

자연

수학과 기계공학과
신소재물리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기공학과
화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생물·의생명과
학과

생활

과학

대학

자연

식품영양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건축

디자인

패션대

건축학과
건축디자인

섬유산업학과 실내건축
디자인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미디어
디자인

아동가족학과
제품인터랙션
디자인

사회

과학

대학

인문

정치외교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어패럴디자인
리테일
머천다이징행정학과

스포츠

과학

대학

예

ㆍ

체

능

체육학과사회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사회복지학과 생활체육학과
경찰무도학과

신문방송학과
태권도학과

예술

대학

예

ᐧ
체

능

회화학과
 한국화

경제학과
 서양화

공예학과
 목조형가구

금융학과
 도자예술

경영

대학
인문

경영학과 조각학과
섬유미술학과

국제관광학과

음악학과

피아노
관현악국제무역학과
성악 합창

지휘 및 작곡경영정보학과
실용음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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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구  분 비  고

(1) 입학지원서

http://global.donga.ac.kr 에서 다운로드
(2)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3) 고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일괄 송부

(4)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3. 업무 담당자 연락처

업무명 부서명 담당자명 TEL FAX E-MAIL

장학생 선발 입학과 김훈
82-51-200-

6303

lovelard@

dau.ac.kr

입국지원 및 

생활관리
국제교류과 박현주

82-51-200-

6342~3

82-51-200-

6345

allohj@

dau.ac.kr

한국어연수 국제교류과 박은경
82-51-200-

6342~3

82-51-200-

6345

eunprk@

dau.ac.kr

4. 기타 장학생 대상 공지사항

  : 제출 서류 양식 전형 기간 내 홈페이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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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학교 2012년도 

정부초청 학부장학생 입학지원서

수험번호 ※
1. 지원자 관련사항

성    명
한글 영문(ENGLISH) 중문(中文)

사진

(3㎝×4㎝)

생년월일   19   년    월    일 성  별 남 □   여 □
국    적 거주국

지원사항 학과(부) 전공
지망
차수

연 락 처

E-mail 집전화

이동전화 
한국내 연락가능 

전화

외국주소

한국주소

한국어
능  력

TOPIK

2. 학력사항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재학했던 모든 학교들을 빠짐없이 기입)

학교명 재학 기간 학교 주소 전화, 팩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el
Fax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el
Fax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el
Fax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el
Fax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el
Fax

3. 가족사항

구  분 성명(ENGLISH) 중문(中文) 생년월일 국  적 직  업

부

모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11 년   월   일,   지원자                (인)

동 아 대 학 교   총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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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University   

☞ Address: 840, Hadan 2-dong, Saha-gu, Busan, Korea

☞ Website: www.donga.ac.kr

I. Introducing Dong-A University 

- Since its foundation in 1946 under the slogan of "Freedom, Truth, 

Justice", Dong-A University has built a reputation as a prestigious 

private university. It has been one of the most famous private 

academic institutions in Korea with about 65 years of history and 

tradition. Currently, it is composed of Gudeok, Seunghak, Bumin 

and Bobae Campuses and confers degrees in 11 undergraduate and 10 

graduate academic subjects. Affiliated institutions include the 

Dong-A University Health Service Center, the East Asia Institute, 

the Medical Science Institute, the Law Research Institute, the 

Information & Technology Institute, and the Economic Affair Research 

Center. Dong-A University does its utmost to provide the best 

educational environment for the cultivation of men and women who 

can be leaders in this highly industrialized information society. It 

does this while both realizing social development and pursuing 

justice. Based on its long history and rich tradition, Dong-A 

University excels with respect to other universities in teaching and 

nurturing world leaders who are expected to lead the global village 

with creativity and an optimistic attitude. It has signed exchange 

agreements with 119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in 20 

countries. Dong-A University also operates learner-based educational 

programs for global leaders that focus on promoting academic and 

student exchanges, facilitating the double degree system, experiencing 

foreign cultures, and mastering foreign languages.

These programs are designed for foreigners who intend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and study culture at Dong-A University. Foreigners 

can learn Korean while also increasing their knowledge of Korea. 

Students are provided with various programs on tradition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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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r Korean culture. For both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about to undertake course work in their respective schools, this 

program offers an introduction to the various academic fields in 

Korea. It provides a stepping-stone on their way to advanced studies.

1. Dong-A University's 3 Specialized campuses

Division Contents

 

Seunghak 

Campus

- is located beside Mt. Seunghak in Busan, 704,917 m

- has a wonderful view of the Nakdong River and  

  Eulsukdo, a famous nesting site for migratory birds.  

- includes University Hall, the College of Humanities, th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the College of Human Ecology, 

the College of Natural Resources & Life Science, the 

College of Engineering, and the College of Sports Science.

Bumin

Campus 

- is located in the old downtown of Busan, where the 

Busan District Court and Busa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used to be. 

- the College of Law,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the 

College of Business, and the University Museum. 

Gudeok

Campus 

- was established in 1951, 45,542 m2.

- the College of Medicine and the College of Arts

- was the central campus of Dong-A until University Hall 

   moved to the Seunghak Campus. 

- is surrounded by the forest of Daeshin Park where 

   students and local residents can enjoy fresh air and a 

    great view both on and off campus.  

2. Global Environments

   (1) Exclusive staff in International affairs 

      (3 English speaking staff member, 2 Chinese speaking staff 

members, 1 staff member in charge of international students, 1 

global zone staff member)

   (2) Selected for 'Government Funding in Education Capacit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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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ontents

Student 

Exchange 

Program

 Dong-A students can take courses for either one 

semester or one year in universities who have signed a 

sister university agreement with Dong-A. 

Every year, a number of exchange students go to sister 

universities over the world like the United States, 

England, Australia, Japan, China, Taiwan, Singapore, 

Turkey, Germany, etc.

Double 

Degree

 Students who complete all requirements for their major at 

the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in the U.S, the 

Institute of Technology, Carlow, in Ireland, or Shandong 

University (Wehae Campus) in China receive a degree from 

Dong-A University and the sister university respectively.

Language 

Study 

Abroad 

Program

 During summer or winter break,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Language Study Abroad Program go to sister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Japan, China, and Russia. 

The program provides students with an opportunity to 

effectively learn a target language and experience target 

culture through living and studying together with local 

students in a sister university.

Global 

Internship 

Program

 During summer or winter break,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Global Internship Program can work as an intern at a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Ireland, Japan, 

China, etc. 

The Internship Program is intended to raise students’ 

Support Program' for 2 years in a row

      ① Best University awarded in 2009.

      ② 28.4% of total budget of 'Government Funding in Education    

Capacity Improvement Support Program' assigned for International 

Affairs. 

       (Exchange Students, Internship, Global Zone, English Camp)

(3) Dong-A's globa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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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veness in the world by having on-the-job 

training experiences related to their major, improving 

their target language proficiency, and having hands-on 

experience.

One-Seme

ster Study 

Abroad 

Program

 One-Semester Study Abroad Program is an attempt to 

provide Dong-A students with a variety of opportunities to 

study abroad. 

Through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students can take 

language courses or classes related to their major for one 

semester at sister universities in the Unites States, Japan, 

and China. 

Internatio

nal 

Business 

Program

 International Business Program is designed to produce 

professional business executive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Fresno in the United States 

offers an intensive program for business professionals, and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can take intensive 

courses on accounting, business administration, economics, 

finance, marketing, etc. at Fresno for one semester.

Summer-S

emester 

Study 

Abroad

 Students participating in Summer-Semester Study Abroad 

can take language courses, classes related to their major 

or regional studies course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in the United States, Kyushu University in 

Japan, or Dongwha University in China during summer 

semester. 

Voluntary 

Service 

Overseas 

Program

 Students participating in Voluntary Service Overseas 

Program go to countries in Europe and Yenben in China 

during summer and winter break. 

The students do various local community services and play 

a role of a civil ambassador in cultural exchange. Through 

the voluntary services, they learn the spirit of human 

dignity and mutual respect by experiencing target culture, 

which contribute to fostering their global understanding.

DAU-SGU 

Student 

 Dong-a University and Sapporo University in Japan 

together run a one-week student exchang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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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Program

The program contributes to increasing students’ mutual 

understanding of Korean and Japanese culture and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oth countries.

Korean

Summer

Session

 The Korean Language Summer Session is a short-term 

(2~4 Weeks) student exchange program to introduc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o students of Dong-A’s 
sister universities in the world. 

Courses on basic Korean language and seminars on Korean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re offered during the 

summer session. In addition, students from the sister 

universities participate in ‘Culture Activities’ through 

which they can experience Korean culture firsthand and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Special

Summer

Course 

 The Special Summer Course of Korean Language is an 

intensive Korean language program. The Summer Course is 

offered for students of sister universities over the world 

during summer break. 

Sister university students not only learn Korean language 

but also experience Korean culture by spending time 

together with Dong-A students. The length of program 

and the size and hours of the language courses are set at 

the request sister universities.

3. International Students Support Program

(1) Korean Language Program

   - Develops own Korean Materials(Texts, Online Lectures), 

   - Offers special classes(TOPIK Class, Korean Culture Class)

   - Professors with teacher's certificates

(2) Buddy Programs and Cultural Activities

   - Global Mento, GKS Buddy, International Relations Buddy 

   - Field Trip, Company Visit, Global Friends, Camp

(3) International Students Consulting Center

   - English, Chinese or Japanese Speaking Consultants

   - Foreign Language Speaking Staff in the Dorm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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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mpus Life

(1) Dormitory

Seunghak Hall (Main Hall) Juno Studio Flats

Location On Seunghak Campus Busan Off Campus

Layout
[Girls] 5 floors, 2 underground floors

[Boys] 5 floors, 1 underground floor

Double-story, 

one room flats

Capacity

513 rooms 

(with an additional 25 guest rooms)

Accommodating a maximum 1,019 full 

time students and 25 additional 

students in the guest rooms

13 rooms 

Accommodating 

a maximum 39 

full time students 

Facilities

Cafeteria, Reading Room, Internet 

Caf　, Weight Training Room, 

Discussion Room, Laundry and Ironing 

Room, etc.

Cooking Facilities

(2) Library

     - We have several study rooms, a medical library and law library

     - Total of 120 million volumes, 18,000 Journals, 55,000 e-book

(3) Global Zone

     - A/V Zone: Where students can watch satellite broadcast such as  

        movies, news, soap operas, documentary, etc.

     - Reading Zone: Where students can read books, newspapers, and 

magazines published abroad as well as information materials 

about studying abroad and universities in the world.(Korean 

Materials)

     - Internet Zone: Where students can surf the Internet

     - Meeting Room: Where students can meet their language partners  

        for free conversation

(4) Dong-A University Medical Center

     - was founded in March, 1990 

     - has served local communities with high precision medical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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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ffective treatment for patients. 

     - has conducted numerous clinical experiments in collaboration with 

the College of Medicine to enhance the nation’s health and 

welfare as well as eradicate various diseases, and has produced 

outstanding medical professionals. 

     - Discount for using Dong-A Medical Center

(5) The University Museum

     - opened at Gudeok Campus in November, 1959. 

     - was moved to a building located within Bumin Campus which was 

used as the Interim Capital Busan Government Complex during 

the Korean War, and reopened in May, 2009. 

     - Over 3,000 rare and precious artifacts are housed such as the 

National Treasures and 9 tangible cultural property artifacts 

designated by the City of Busan. 

     - is free to the public and serves as a resource for the study of 

Korean history. 

(6)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and Internet Caf　 

     - provides wireless Internet services for Dong-A students, faculty, 

staff, and guests. 

     - Wireless network access is available across campus

     - Various pieces of licensed educational and professional software 

are also available to help students improve their IT ability: 

Microsoft Office, Photoshop, Illustrator, AutoCad, statistical 

packages, webpage publishing softwar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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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Departments College Departments

Internation
al
 Studies

Global 
studies Natural

Resources
and
Life

Science

Genetic Engineering
Chinese

Molecular BiotechnologyJapanese
Applied Biotechnology

Humanitie
s

Philosophy
Biotechnology

Ethics
Medicinal Biotechnology

History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archaeology and art 
History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Landscape ArchitectureCreative Writing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Environmental Engineering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Engineering
French Cultural
Studies Architectural Engineering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Mechanical Engineering

Natural
Sciences

Mathematics Industrial and Management 
Systems EngineeringMaterials Physics

Electrical EngineeringChemistry

Biological Sciences Electronics Engineering
Food science and 
Nutrition

Human
Ecology

Computer Engineering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Textile Industry

Chemical Engineering

Architecture
, Design &
Fashion

Architecture

Architectural 
Design(4-year)

Interior Architecture 
Design

Industrial Design
Visual Media Design

Product Interaction Design

Child &Family Studies Fashion Design
Apparel Design

Retail Merchandising

Sport 
Sciences

Physical Education

Coaching guidance

Social
Sciences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Sports and Leisure StudiesPublic Administration

sociology
Police and Martial Arts

Social Welfare Taekwondo

Arts

Fine Arts
Korean PaintingCommunication

Economics Western Painting

Craft Arts
Woodworking & Furniture 
DesignFinance

Ceramic Arts

Business
Administr

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SculptureInternational Tourism

Fiber Arts
International Trade

Music

Piano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String and Wind
Instruments

Voice, Chorale Conducting, 
and Composition

Applied Music

2. Admission Guidelines for Undergraduate Students

1. Departments and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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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quired Documents

Classification Remarks

(1) Application Form 
Download

http://global.donga.ac.kr
(2) Personal Statement 

   and Study Plan

(3) Certificate of High     

   School Graduation &    

  Transcripts of High      

  School 

- Sent by NIIED to the university

(4) Copies of the          

    applicant's Alien       

    Registration Card or   

    Passport

3. Contacts

Task Department Name TEL FAX E-MAIL

Selection 
Office of 

Admissions 

김훈

(Kim, 

Hoon)

82-51-200-

6303

lovelarc@

dau.ac.kr

Support
International 

Affairs

박현주

(Park,

 Hyun-ju)

82-51-200-

6342~3

82-51-200-

6345

allohj@

dau.ac.kr

Korean 

Language 

Program

International 

Affairs

박은경

(Park,

Eun-kyong)

82-51-200-

6342~3

82-51-200-

6345

eunprk@

dau.ac.kr

4. Additional Information

  : Written forms of required documents will be provided on the

homepage (http://global.donga.ac.kr) during admiss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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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or 2012 KGSP for 

Undergraduate Course at Dong-A University

Application 

Identification Number
※

1. Personal Information

Full Name
한국어 ENGLISH 中文

Photo

(3㎝×4㎝)

Date of 
Birth

      /     /     / Gender □ Male□ Female

Nationality
Place of 
Residence

Desired 

Field
Department Major

Contacts

E-mail Phone

Cell-phone 
References in 

Korea

Address
(Home)

Address
(Korea)

Korean 
Proficiency

TOPIK Score

2. Education (including Elementary School)

Institution Period Address Contacts

∼     
Tel
Fax

∼ Tel
Fax

∼ Tel
Fax

3. Family Background

Relationship Name Date of Birth Nationality Occupation

  I certify that all information submitted in the admission process 

to apply for your university - including required documents

Date(yyyy/mm/dd):          .       .      , 

                                                                          
NAME OF THE APPLICANT               SIGNATURE OF THE APPLICANT

동 아 대 학 교   총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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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지 대 학 교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국제교류팀 (120-728)

 ☞ 홈페이지 : www.mju.ac.kr

Ⅰ. University Introduction

  1948년 설립된 명지대학교는 사랑, 진리, 봉사를 이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국의 명문 사립대학교입니다. 젊고 실력있는 교수진, 훌륭한 교육 및 연구시

설, 국제화되어 있는 학생들, 아름다운 교정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많은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냈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서울과 서울인근의 교육도시인 용인에 캠퍼스를 가지고 있으며, 

서울캠퍼스에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법학대학이 설치되어 있으

며,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인 용인캠퍼스에는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체육

대학, 건축대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세계적 권위의 국제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대학교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선정한 전국 23개 정부초청 외국인학부장학

생 위탁교육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세계적인 비영리 교육기관인 Study Abroad 

Foundation, USA에서 선정한 한국의 20대 대학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건축대학은 국제건축가연맹(UIA)이 심사를 통해 국내 최초 5년제 건축전

문과정을 인가받았으며, 2007년 국내 최초 국제건축학교육인증(KAAB)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경영대학은 경영학 교육수준을 심사하여 평가하는 한국경영인증원

(KABEA)로부터「경영교육인증」을 받으므로써, 전국 17개의 경영교육인증 대학

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과대학도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에서「공

학교육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단 한 번의 평가에서 공과대학 전 학과가 모두 

인증을 획득한 것은 유래가 거의 없던 사례로 우리대학교 공학교육의 질적인 우

수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실있는 교육과정과 시스템은 이미 명지대학교에 재학 중인 21개국 

500여명의 외국인유학생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명지대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방면

에서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며 활동 중이며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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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고 실력있는 대한민국 명문 사립대학교 명지대학교로 오세요!!!

Ⅱ. Location

1. Seoul Campus (Humanities, Social Science, Business and Management, Law)

  (1)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2) 세부위치

□ 서울 중심지 위치 (신촌권 대학)

□ 대중교통 편리

  ○ 지하철

    - 지하철2호선 신촌역, 합정역

       ☞ 버스: 15분 거리

    - 지하철6호선 증산역 (명지대앞)

       ☞ 버스: 5분 거리

   ○ 서울 주요지역행의 다수의 버스

       ☞ 신촌, 명동, 종로, 강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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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ongin Campus (Natural Science, Engineering, Art&Physical Education, Architecture)

  (1) 주   소: 경기도 용인 처인구 남동 산38-2

  (2) 세부위치

□ 수도권 교육도시 용인시에 위치

□ 대중교통 편리

  ○ 용인 경전철 (명지대역)

   - 분당선(수원↔서울 왕십리)과 연결

    ☞ 환승역: 구갈역

  ○ 서울주요지역행 버스정류장 위치 

     ☞ 강남, 양재, 광화문, 분당, 

        수원등

Ⅲ. Main Evaluation from Korean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Authorities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선정 (2008~2012)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및 대학원 장학생 위탁교육대학」

Study Abroad Foundation, USA 선정 「한국23대 대학」
※Harvard University(USA), Columbia University(USA), Oxford 

University(UK)와 같은 세계명문 60개 대학과 교류

국제건축가연맹(UIA) 「5년제 건축전문과정」인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국제건축학교육인증」

한국경영교육인증원(KABEA) 「전국17개 경영인증대학」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 「공과대학 전학과 

공학교육인증대학」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공학과  통신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환경생명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토목환경공학과  교통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이상 13개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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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Accomplishments

                         

 

□ Myongji University has formed an Industry and Academia Cooperation 

Cluster with Korean enterprises. Samsung, Hyundai, LG, and the 

following government agencies.

□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Eco Star 12 Water Tech Project operated 

b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 The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s Next Generation Power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operated by the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sponsored Hybrid 

Structure Testing project by the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are 

all significant accomplishments. 

□ Furthermore, notable research progress has been achieved in life science, 

nano-engineering, and other cutting edge technology fields. 

Ⅴ. Scholarship and Support at Myongji for Government Scholarship 

Students

1. 장학금

  (1) 기숙사경비지원 장학금: \100,000/월

     - 매월 기숙사경비 지원금으로 1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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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계화장학금: \1,000,000/1회

     - 세계공인언어시험을 응시하여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지급하는 장학금

     - 공인언어시험: TOEFL, TOEIC, IELTS, HSK, JLPT (5개 시험)

       ※ 학과마다 기준점수가 다를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명지대학교 홈페이

지 참조

  (3) 「International Summer School」 장학금: $2,000/1회

     - 매년 하계방학(8월) 중 국외 우수자매대학생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1)
International Summer School (3주)의 전 경비를 지원

       ※ 1): International Summer School: Special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xperience Program

  (4) 일본대학과의 문화교류프로그램 국외단기연수 장학금: \700,000/1회

     - 매년 하계방학(8월) 중 우리대학과 자매대학인 일본
2)
오비린대학에 문화

교류프로그램을 3주간 파견하고 이에 따른 국외연수 장학금을 지원

       ※ 2): 오비린대학 (J.F. Oberlin University): 일본 동경도 마치다시에 

위치 (동경 남부)

2. 생활 및 기타 수학활동 지원

  (1) 한국생활 초기적응 및 지원을 위한 Buddy System

한국유학 시 진행되는 출입국업무, 학사업무, Korean-Tutor, 캠퍼스 생활 

등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Buddy-
3)
국제교류학생클럽(Global Outreach 

Student Club in MJU)」프로그램 제공

     ※ 3): 국제교류학생클럽: 명지대 국제교육원에서 선발한 우수 한국학생들

로 외국인유학생 및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클럽임

     - 지원업무

       ○ 출입국업무: 외국인등록, 비자변경, 비자연장,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 

       ○ 학사업무: 수강신청 지도, 학적등록 및 변경 등

       ○ One to One Korean Tutoring: 방과 후 별도의 한국어 Tutoring 제공

       ○ 캠퍼스생활: 핸드폰 및 통장개설, 숙식장소 안내 및 기타 생활에 관

련된 일체 지원

  (2) ISO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 생활관 Global Lounge 운영

     - 외국인유학생들의 세부적인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국내 학생과는 별도로 

공부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 외국인유학생과 한국학생들 간의 교류 장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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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Location)
College

Unit

(Division or Department)
Major

Seoul Campus

Humanities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History Histor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rt History Art History

Arabic Studies Arabic Studies

Philosophy Philosophy

Social 

Science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Economics Economics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Digital Media Digital Media (Mass Media)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Business and Trade International Business and Trad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IS)

Law Law Law

Yongin Campus

(Gyeonggi 

Natural 

Science
Mathematics Mathematics

     - 컴퓨터(유․무선 인터넷가능), 팩스, 복사기 등 필요한 IT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Multi Study Room」운영

     - 생활관내 외국인유학생 전용 공간 및 숙소인 Global Lounge 운영

  (3) 외국인유학생 복지를 위한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 제공

     - 속초시립박물관과 연계한 「강원도 문화체험 + 한국전통문화교실」 운

영 (1박2일, 추계)

     - 삼성전자 수원 홍보관,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LG Display 파주공장 

등 산업시찰 운영 (춘계 혹은 추계)

     - 동계스포츠프로그램: 동계방학 중 외국인유학생 스키교실 운영 (동계)

     - 서울시티투어를 겸한 한국의 고궁 견학프로그램 (춘계)

     - 기타 소규모 국제문화교류행사 진행  ※예: International Culture Night, 

Friday Pizza & Movie Night 등 다수

Ⅵ.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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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nce)

Physics Physics

Chemistry Chemistry

Food and Nutrition Food and Nutrition

Division of Bioscience and 

Bio-Informatics
 Bioscience / Bio-Informatics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Electronics Engineering Electronics Engineering

Information Engineering Information Engineering

Communication Engineering Communication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Computer Engineering Computer Engineering

Computer Software Computer Software

Civil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Transportation Engineering Transportation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Industrial and Management 

Engineering

Industrial and Management 

Engineering

Arts and 

Physical 

Education

Division of Design

Visual Design / Media 

Communication Design

Industrial Design / Fashion Design

Division of Physical Educaiton

Physical Education / Sports and 

Leisure Studies

Athletics Training and Coaching 

(Night Course)

Baduk Studies Baduk Studies

Division of Music Piano / Voice / Composition

Division of Film and Musical
Film-Visual Contents / Musical - 

Performing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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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ngji University

 ☞ Address :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and Education

              50-3, Namgajwa-dong, Seodaemoon-gu, Seoul, Korea

 ☞ Website : www.mju.ac.kr

Ⅰ. University Introduction

  Since its founding in 1948, Myongji University has been established on 

the belief of love, truth and service, enabling itself to take position as 

one of the leading private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in the nation. 

Young and qualified faculty members, high quality research and 

education, internationalized student body, along with a beautiful campus 

are some of the few features that contribute to producing many talented 

individuals.

  Myongji University is divided into 2 campuses, Seoul and YongIn. The 

Seoul campus, located minutes away from Seoul's metropolitan area, is 

home to College of Humanities, Social Science, Business and Law. An 

hour drive away from Seoul, is our YongIn campus, which includes the 

College of Natural Science, Engineering, Arts & Physical Education and 

Architecture.

  Myongji University is noted by many prestig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t is one of top universities hand sele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entrusted to provide education for the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Students. In addition it was selected as one of the Top 23 

Universities in Korea by the Study Abroad Foundation, USA, an 

internationally renowned non-profit educational organization. Our 

College of Architecture was the first in Korea to pass the screening 

process by the Union Internationale des Architectes(UIA), and in 2007 

the Korea Architecture Accrediting Board(KAAB) announced Myongji's 

College of Architecture as Korea's first Internationally Accredited 

Architecture College. The College of Business is one of 17 universit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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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 to have obtained the 「Business Education Accreditation」 
from the 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Accreditation 

(KABEA). In addition, the College of Engineering has obtained the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from the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ABEEK). It was the first time that every 

department from the College of Engineering passed the screening process 

one and all, and proved the excellency of Myongji University's 

Engineering education quality. 

  The substantiability of our educational curriculum and system is 

evident amongst our 500 and more students who come from 21 different 

countries to study at Myongji University. Furthermore, talented alumni 

are actively working across the world in various areas such as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education.

  Join us at Myongji University, the Vibrant and Talented, Distinguished 

Institut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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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Location

1. Seoul Campus(Humanities, Social Science, Business, Law)

  (1) Address: 50-3 Namgajwa-dong, Seodaemun-gu, Seoul, Korea

  (2) Details of Location

□ Central Seoul (Close to Universities 

   located in Shinchon)

□ Transportation

  ○ Subway

    - Line 2 Shinchon St., Hapjung St.

      ☞ 15 mins by bus

    - Line 6 JeungSan St.

      (Myongji University)

      ☞ 5 mins by bus

   ○ Buses available to various  key 

      locations in Seoul

      ☞ Shinchon, Myongdong, Jongno,

      Gangnam etc.

2. Yongin Campus (Natural Science, Engineering, Arts&Physical Education, 

Architecture)

  (1) Address: San 38-2, Nam-dong,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449-728, Korea

  (2) Details of Location

□ Located at YongIn, also known as the 

   Metropolitan Educational City of

   Gyeonggi-Do

□ Transportation

  ○ YongIn Express (Myongji Univ. St.)

   - Connected to the Bundang Line

     (Suwon↔WangSimni, Seoul)

    ☞ Transfer at Gugal St.

  ○ Express Bus Station to Seoul       

    ☞ GangNam, YangJae, GwangHwaMun,

       BunDang, Suw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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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Main Evaluation from Korean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Authorities

 

Ministry of Education and Technology affiliated organization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2008~2012 One of Universities Entrusted of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Students」

Selected as 「Top 23 Universities」 of Korea by the Study Abroad 

Foundation, USA

※ Exchanges with 60 world renowned universities such as Harvard 

University(USA) Columbia University(USA) and Oxford University(UK) 

Authorized as  「5 Year Professional Architecture Program」 by the 

Union Internationale des Architectes(UIA)

「Architecture Education Accreditation」 from the Korea Architecture 

Accrediting

 Board(KAAB) 

「Business Education Accreditation」 from the 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Accreditation(KABEA)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of All Departments in 

Engineering」 from 
the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ABEEK)

Electrical Eng., Electronics Eng., Information Eng. Communication Eng., 

Chemical Eng., Material Science & Eng., Environmental Eng. & Biotechnology, 

Computer Eng., Computer Software, Civil Eng., Transportation Eng., Mechanical 

Eng., Industrial & Management Eng.(13 Departments)

Ⅳ. Accomplishments

                         

 

□ Myongji University has formed an Industry and Academia Cooperation 

Cluster with Korean enterprises. Samsung, Hyundai, LG, and the 

following govern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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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Eco Star 12 Water Tech Project operated 

b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 The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s Next Generation Power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operated by the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sponsored Hybrid 

Structure Testing project by the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are 

all significant accomplishments. 

□ Furthermore, notable research progress has been achieved in life science, 

nano-engineering, and other cutting edge technology fields. 

Ⅴ. Scholarship and Support at Myongji for Government Scholarship 

Students

1. Scholarship

  (1) Dormitory Fee Support Scholarship: \100,000/month

     - Each month \100,000 is provided for support of dormitory fee

  (2) Global Scholarship: \1,000,000/Awarded only once

     - Awarded to those who obtain a certain score of Globally Authorized 

Language Exams

     - Authorized Language Exams: TOEFL, TOEIC, IELTS, HSK, JLPT 

(5 in total)

       ※ Standard score for scholarship varies within departments, so 

please refer to the university's website for further details

  (3)「International Summer School」 Scholarship: $2,000/Provided once

     - Full financial support to the program fee of 
1)
International Summer 

School, carried out every summer vacation for 3 weeks

       ※ 1): International Summer School: Special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xperience Program

  (4) Japanese Culture Exchange Training Program Scholarship: \700,000/ 

Provided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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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gram fee waiver of partner university 
2)
J.F.Oberlin University's 

Culture Exchange Program that is carried out every summer 

vacation during August

       ※ 2) J.F.Oberlin University: Located in Machida-shi, Japan (South 

of Tokyo)

2. Academic and Daily Life Support

  (1) Buddy System helps adjustment to Korean Life

Assistance through the 「Buddy-
3)
Global Outreach Student Club in 

MJU」Program regarding Immigrations Office duties, Academic 

affairs, Korean Tutoring, Campus life and etc.

     ※ 3) Global Outreach Student Club: Student Club that assists foreign 

students and international events. Members are selected with the 

cooperation of Myongji University's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 Support Service

       ○ Immigrations Office: Alien Registration, Change of Visa Status, 

Visa Extension, Work Permit 

       ○ Academic: Course Registration, School Registration and Modifications

       ○ One to One Korean Tutoring: After school Korean Tutoring

       ○ Campus Life: Opening up a Bank Account, Purchasing a Mobile 

Phone, Introducing local restaurants and other daily life 

assistance

  (2) ISO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 Dormitory Global Lounge 

     - Administrative support for foreign students, an exclusive space 

for foreign students to study

     - Foreign students and Korean students are able to mingle with 

eachother

     - Students can use internet access computers, fax machine, copy 

machine at the Multi Study Room

     - Access to the Foreign Student Global Lounge at the dormitory

  (3) Experience Korean Culture Programs provided for foreign students

     -「Experience GangWonDo Culture + Korean Traditional Culture」 
class operated in liason with Sokcho City Museum (Fall, 2days 

1nigh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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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Location)

College
Unit

(Division or Department)
Major

Seoul Campus

Humanities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History Histor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rt History Art History

Arabic Studies Arabic Studies

Philosophy Philosophy

Social Science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Economics Economics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Digital Media Digital Media (Mass Media)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Business and Trade International Business and Trad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IS)

Law Law Law

Yongin Campus
(Gyeonggi 
Province)

Natural 
Science

Mathematics Mathematics

Physics Physics

Chemistry Chemistry

Food and Nutrition Food and Nutrition

Division of Bioscience and 
Bio-Informatics

 Bioscience / Bio-Informatics

     - Fieldtrips to SamSung Electronics Suwon Center, KIA Motors 

Soharee Factory, LG Display Paju Factory, etc. (Spring or Fall)

     - Winter Sports Program: Ski classes for foreign students during 

winter vacation (Winter)

     - Korean Palace Fieldtrips including Seoul City Tour (Spring)

     - Other small sized international culture experience events  

       ※ Ex.: International Culture Night, Friday Pizza & Movie Night etc.

Ⅵ.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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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Electronics Engineering Electronics Engineering

Information Engineering Information Engineering

Communication Engineering Communication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Computer Engineering Computer Engineering

Computer Software Computer Software

Civil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Transportation Engineering Transportation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Industrial and Management 
Engineering

Industrial and Management 
Engineering

Arts and 
Physical 

Education

Division of Design
Visual Design / Media 
Communication Design

Industrial Design / Fashion Design

Division of Physic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 Sports and 
Leisure Studies

Athletics Training and Coaching 
(Night Course)

Baduk Studies Baduk Studies

Division of Music Piano / Voice / Composition

Division of Film and Musical
Film-Visual Contents / Musical - 

Performing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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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포 대 학 교   

☞ 주  소: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534-729)

☞ 사이트: www.mokpo.ac.kr

I. 대학 소개

1. 설립년도 : 1946. 10. 30

2. 위치 : 대한민국 전라남도 목포시 및 무안군

3. 현황 : 8개 단과대학, 57개 학과, 4개 대학원

전임교수인원 : 310명

학생 수 : 학부생 8,000명, 대학원생 4,000명

4. 특성화 분야

  1) 신재생 에너지 분야 : 대한민국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선정으로 

신재생 에너지 연구중심 대학으로 본교에 “해상풍력중심신재생 에너지 인

재양성센터”를 설치하여 매년 50억 원을 5년간(2009~ 2013) 지원 받아 

학생들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

  2) 조선해양공학 분야 : 서남권의 다도해와 해양 환경을 기반으로 한 조선 

관련 산업, 선박관련 산업 및 신소재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연구

  3) 식품공학 자원 특화 사업 : 천일염, 김치 및 수산물 발효식품 등 전남지

역의 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산업 교육

Ⅱ. 모집요강

1. 모집 단위 

대학 계열 모  집  단  위  

인문대학 인문
국어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 사학과, 고고학과, 문화인류학과

사회과학
대학

인문 도시및지역개발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지적학과, 정치언론홍보학과, 사회복지학과

자연과학
대학

자연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원예과학과, 해양수산자원학과
한약자원학과,자연계자율전공학과

공과대학 자연
기계공학과*, 식품공학과, 정보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공학과*, 전기공학
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조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제어로
봇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조경학과, 정보보호학과*, 건축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경영
대학

인문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금융보험학과, 관광경영학과, 전자상거래학과

생활과학
예술체육
대학

인문 아동학과

자연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예체능 음악과, 미술학과, 체육학과

계 50개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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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학과는 수업연한이 5년임.

☞ *표는 공학교육인증제를 시행 중인 학과로 3학년으로 편입학한 경우라도 공

학교육인증제 학위수여과정을 위하여 2년 이상의 수학기간이 예상되므로 지

원자는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람.

☞ 지원자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함.

☞ 본교가 요구하는 학력 수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 비  고

외국인

신입학

(순수외국인)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어학능력 최소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졸업(예정)한 자

외국인

편입학

(순수외국인)

상기 외국인 신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공통) 

-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산업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정식인가] 등 포함)을 

2년 이상 수료(예정)자로서 65학점 (단, 건축학과 지원자는 64학점, 법학과 지원자

는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국내․외 전문대학을 졸업(예정)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된 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

위를 취득    (예정) 하였거나 동법에 의한 학사학위 과정의 취득한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자

전적대학 

전공학과와 

관련 없이 

지원 가능

■ 외국인의 범위

   복수 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무국적자

는 외국인에서 제외

■ 어학능력 최소 자격요건(택일) 

   -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 PBT TOEFL 550점(IBT TOEFL 80점, CBT TOEFL 210점), IELTS 5.5, 

TEPS 550점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 점수 

취득자

   ☞ 단, 정부초청장학생 및 본교 국제교류협정에 따라 지원한 학생은 별도

의 협약 또는 지침에 따름. 

   ☞ 모든 시험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시험성적

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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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업무 담당자 연락처

업무명 부서명 담당자명 직위 연락처 팩스번호 E-MAIL

장학생

후보 선발

국제교류

교육원

유 경 희
국제교류교육팀

장

061-

450-2512

061-

450-2951

serena@mokp

o.ac.kr

한국어연수 오 청 진 전임연구원
061-

450-6202

061-

450-2951

tin5004@mokp

o.ac.kr

입국지원 송 사 라
외국인 학생 

코디네이터

061-

450-6200

061-

450-2951

iieemnu@mok

po.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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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o National University   

☞ Address: 1666, Yeongsan-ro, Cheonggye-myeon, Muan-Gun, Jeonllanamdo

☞ Website: www.mokpo.ac.kr

I. Overview

1. Established : 1946. 10. 30

2. Location in Muan & Mokpo, Jeonnam in South Korea

3. Facts : 57 Departments, 8 Colleges, 4 Graduate Schools 

           Number of Full-time Faculty : 310

           Number of Students : Undergraduate 8,000, Graduates 4,000

4. Specialized Areas:

    1) Renewable energy: MNU is a central university for renewable energy 

studies in Korea. By conducting world-class renewable energy 

research, the Offshore Wind Energy Center (OWEC) at MNU 

receives a 5 million US dollars grant per year, for five years from 

the Korean government, starting 2009. Moreover, our Solar 

Energy Research Institute has participated in building up the 

largest solar power plant in Korea. 

    2) Naval Architecture & Marine Engineering area, all the faculties of 

Naval Architecture & Marine Engineering try their best to make 

the shipbuilding cluster in the Mokpo area the world’s best 

Shipbuilding Cluster. Shipbuilding Companies around Mokpo are 

as follows: Hyundai Samho Heavy Industry (the 5
th 

largest 

shipyard in the world),6mid-size ship building companies and 32 

small-size shipbuilding companies.

    3) Food engineering area: There are four research centers and one university 

-owned company, Bio+. Their main research concentration is 

solar salt. The Solar Salt Biotechnology Research Center is the 

only solar salt research center established in a univers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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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dmission Guidelines

1. Recruit Units

Colleges Category Recruiting Departments  

College of 
Humanities Humanities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Dep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Dept.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Dept. of Japanese Language & Literature

Dept. of German Language & Culture, Dept. of History,

Dept. of Archaeology, Dept. of Cultural Anthropology

College of 
Social 
Sciences

Humanities

Dept. of Urban & Regional Development, Dept. of Law, Dept. of Politics & 

Public Administration

Dept. of Land Administration, Dept. of Politics & Media, 

Dept. of Social Welfar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Sciences

Dept. of Physics, Dept. of Chemistry, Dept. of Biotechnology, 

Dept. of Horticultural Science, Dept. of Marine & Fisheries Resources, 

Dept. of Medicinal Plant Resources

Dept. of Undeclared Natural Science Major

College of 
Engineering

Natural 
Sciences

Dept. of Mechanical Engineering*, Dept. of Food Engineering, 

Dept. of Information & Electronics Engineering*,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Dept. of Civil Engineering, Dep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Dept. of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Dept. of Marine 

Engineering*

Dept.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Dept. of Control System 

Engineering

Dept. of Multimedia Engineeri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ept. of Information Security Engineering*, Dept. of Architecture

Dept. of Marine System Engineering*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
on

Humanities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ept. of Economics

Dept. of International Trade, Dept. of Finance & Insurance

Dept. of Tourism Management, Dept. of Electronic Commerce

College of 
Human 

Ecology, 
Music & Fine 

Arts & 
Physical 
Education

Humanities Dept. of Child Studies

Natural 
Science Dept. of Food & Nutrition,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Fine Arts & 
Physical 
Education

Dept. of Music, Dept. of Fine Arts, Dept. of Physical Education

Total 50 departments

☞ Departments marked with a * offer accreditation programs, meeting 

the requirements set by the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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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of Korea. If a student transfers in their third year of 

study, more than 2 years of enrollment at MNU is expected in order 

for them to graduate.

☞ It takes five years to graduate from the Dept. of Architecture.

☞ Applicants can only apply for admission to a single department.

☞ Should the university judge that the academic level of the student is 

insufficient, it can choose not to accept the student.

2. Qualification of Applicants

Category Qualifications Notes

International 

freshmen

- To apply for admission as an international student, both the student and 

parents must be foreigners of South Korea. International applicants 

should meet the minimum Korean proficiency requirement.

- Students must have graduated from high school or will soon be 

graduated from high school after fulfilling all the requirements to 

graduate.

International 

transfer 

students

A person who meets the requirement for admission as international 

transfer students:

- should meet all the requirements for international freshmen PLUS

- has (will) attended a domestic or foreign four-year college/university 

(including open university, cyber university) for at least 2 years and has 

(will) received 65 credit hours (with the exception of applicants to the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which requires 64 credit hours and 

to the Dept. of Law, which requires 70 credit hours).

-  has (will) graduated from a community college or has an equal level of education ratified by 

law. 

One can apply 

for transfer 

regardless of 

his or her  

major at the 

previous 

college.

■ Definition of Foreigners

  A person with dual citizenships (Korean citizenship and another) or 

without any citizenship is not regarded as a foreigner. An applicant 

whose parent(s) are Korean citizens is NOT regarded as a foreigner. 

To be a foreigner, applicants as well as their parents must both 

have citizenship in a country other than the Republic of Korea.

■ Minimum Korean Proficiency Requirement 

  Applicants must meet one of the following language pro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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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listed below.

  - Level 3 or higher on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administered by the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of Korea.

  - A score of PBT TOEFL 550 (iBT TOEFL 80, CBT TOEFL 210), 

IELTS 5.5, TEPS 550 or higher.

    ☞ The following applicants can be exempt from the above language 

requirement: 1. Applicants who receive a scholarship from the 

Korean government. 2. Applicants who apply for admission to 

MNU in accordance with special international exchange 

agreements between MNU and other foreign institutions. 

    ☞ All test scores may not be more than two years old as of the 

application deadline.

Ⅲ. Contact Information

TASK Department NAME POSITION TEL FAX E-MAIL

Selecti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xchange & 

Education

Kyugnhee 

Yu

Manager of 

International 

Exchange

061-

450-2512

061-

450-2951

serena@mokp

o.ac.kr

Korean 

Language 

Course

 Cheongjin

Oh

Full-time 

Researcher

061-

450-6202

061-

450-2951

tin5004@mok

po.ac.kr

Entry 

Suport
Sara Song

Manger of 

Foreign 

students

061-

450-6200

061-

450-2951

iieemnu@mok

po.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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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재 대 학 교

☞ 주  소: 대전시 서구 배재로 155-40

☞ 사이트: http://www.paichai.ac.kr/

I. 대학소개

1. 당훈 :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배재정신은 영원합니다.

  1885년! 아펜젤러 목사님께서 배재학당을 처음 설립하셨을 때 대한민국의 신

학문은 비로소 첫걸음을 작하였 습니다. 고종황제께서 1886년 하사하신 배재학

당(培材學堂)의 현판은 이 땅의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자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慾爲大者當爲人役)는 당훈(堂訓)아래 126년 동안 

수많은 족의 선각자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께서 직접 지으신 이 

당훈은 배재인 모두의 정신이자 목표이며, 생활 그 자체입니다. 민족시인 김소

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 독립운동가 지청천 장군 

등… 배재가 낳은 수많은 선각자들은 우리 민족에게 용기와 꿈을 불어넣은 등대

지기였습니다. 15만여 명의 배재동문 들은 이 같은 배재정신을 전 세계에서 실

천하며, 인류공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 슬로건 : SMART PAI CHAI 

  “SMART PAI CHAI”발전전략으로 미래 100년 지속성장하는 자율생태대학이 

될 것입니다. 

배재는 저력이 있는 대학입니다. 구한말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때에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라”는 고종황제의 어명(御命)을 받들어 지난 100

여 년간 이 땅의 선각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는 배재대학교가 지금도 변함없

이 이어갈 사명입니다. 

배재인 모두를 지역사회와 국가 및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근성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건학이념으로 양성된 배재인들은 사

회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여 든든한 받침목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계인 모두가 소통하는 스마트 시대를 맞이하여 배재인들은‘SMART PAI CHAI’발
전 전략 아래, 배재의 보유 가치를 극대화하여 미래 100년 지속성장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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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목적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폭넓은 학문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능동적으로 자아를 실현하며, 적극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인성교육 :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건학이념에 따라 국가와 인류사

회에 공헌할 참된 인간을 양성한다. 

  (2) 창의적 교육 : 다원화된 현대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올바

른 판단력과 탐구적 자세를 갖추게 한다.

  (3) 열린교육 : 대학의 교육자원 개방과 대학 구성원의 사회봉사를 통하여 국

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4. 교육목표 

  (1) 기독교 정신의 함양과 인성 중심의 교양교육 

  (2)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

  (3) 기초학문과 지식융합학문이 조화된 교육

  (4) 국제감각을 배양하는 실용교육

  (5)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연·산·관 협력과 평생교육

5. 발전전략

  (1) 미래 100년 지속 성장 대학

배재는 지난 100년의 발전을 바탕으로 미래 100년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21세기 대내·외적 환경의 급변 속에서 지속적인 외적·내적 성장을 통해 구

성원의 행복과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이 될 것입니다. 

  (2) 배재 가치 극대화

배재는 유연한 사고와 탄력적인 조직체계를 통해 보유가치를 극대화하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배재가 지니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집중시켜 최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최고(最古)의 대학에서 최고(最高)’의 

대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3) SMART PAI CHAI

배재는 Speed(효율과 선도), Mission(사명과 기여), Active(도전과 성취), 

Reborn(변화와 재창조), Together(소통과 참여) 등 5대 발전전략을 통해 

‘미래 100년 지속 성장 대학’으로서의 원동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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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약

  배재대학교는 2011년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뉴미디어 기반의 미래형 캠

퍼스를 구축하기 위한 차세대 배재정보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스마트시대의 중

심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수-직원-학생-국내·외 대학

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캠퍼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재 SNS는 총장과 교직원 간의 상시 소통을 통한 스킨십 

경영체제를 실현하는 연결고리입니다. 또 교수와 학생의 상시 교류가 실현되는 

사제(師弟)간 소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은 학사정보와 취업정

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학생과 해외 자매대학 학생을 연결하는 시스템은 물론 가정과 학교 간

의 연계교육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교육 효과를 제고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네트

워크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7. 국제화

  배재의 국제화는 배재학당 설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모든 강

의가 영어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학생과 외교사절의 자녀들이 함께 공

부해 왔습니다. 이 같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배재대학교는 5대양 6대주의 46

개 나라에서 유학 온 1,200여 명의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배재는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교육체제 내실화와 유학생 유치의 다

변화를 꾀하는 국제교류사업의 질적 개선에 힘쓸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센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한민족 문화교류지원센터를 설립해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

키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재대학교는 명실상부한 국제교

류의 거점 대학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8. 국제화 프로그램 

  배재의 국제화는 독특합니다. 남들이 국제화를 이야기할 때, 배재는 이미 국

제화를 실현했습니다. 남들이 나가는 국제화를 추진할 때, 배재는 들어오는 국

제화를 정착시키는데 힘썼습니다. 바로 한발 앞서 가는 국제화로 배재 안에‘지구

촌 캠퍼스’, 세계 속에‘배재 캠퍼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 해외 유학·연수 프로그램 

중부권 최고의 교환학생 파견 규모를 자랑하는 배재대학교 교환학생 프로

그램은 기존 중국 및 일본 등 아시아권을 벗어나 유럽, 미주 등으로 다변

화되고 있습니다. 본교에 등록한 후 자매대학에서 1학기 또는 1년간 공부

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유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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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UDY ABROAD PROGRAM (SAP) 

외국학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8학기 중 반드시 한 번쯤은 전공어를 모국

어로 하는 국가에서 장·단기 연수를 실시합니다. 국제화 시대에 요구되는 

외국어를 직접 현지에서 배우며 문화체험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GLOBAL FRONTIER PROGRAM (GFP) 

재학생들에게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외국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

벌 인재를 (Global Frontier)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의 자매대학이나 유수 어학연수

기관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또 별도의 문화 체험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배재대학교 여름캠프 

2007학년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미국, 유럽 등 해외의 자매대학 학

생들을 초청하여 한국어와 문화를 체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기간 동안 교내 기숙사에 체류하면서 우리 재학생들 이 메이트가 

되어 생활하면서 언어와 문화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정부초청 국비 장학생 교육 프로그램  

배재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정부초청 외국

인 국비 유학생 위탁 교육대학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지정분야는 학부생 한

국어교육, 학부생 교육, 대학원생 한국어교육, 대학원생 교육 등 4개 분야

입니다. 

  (6) 학부·대학원 유학 프로그램  

본교에 개설된 정규 학부과정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는 세계 곳곳에 서 

온 많은 유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성적에 따라 다양한 

장학혜택이 부여됩니다. 유학생들은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 정부고위공

무원, 대학교수, 한국 기업 취업, 사업가 등 왕성한 활동과 능력을 발휘하

고 있습니다. 

  (7) 한국어연수 프로그램  

1년 4학기로 운영되는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은 배재대학교를 비롯해 한국

의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배출 되는 연

수생은 500명 정도로, 이들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취득학

고 있습니다.

  (8) 주시경 글로벌리더 장학생 프로그램  

배재학당 출신인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전 세계에 한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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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있는 우

수한 인재를 초청,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 친한파(親韓派)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 해외 자매대학 

  전 세계에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 구축, 40개국 240개 교육기관과 교류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10. 배재캠퍼스

  배재의 문화는 자유로운 사고와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다양한 건물들이 눈길

을 사로잡습니다. 배재21세기관은 96년 대전시건축대상을 받았을 정도로 건축미

를 자랑합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층간을 연결하는 구름다리와 발코니가 아름답

습니다. 건축계의 새바람을 일으켰던 예술관과 국제교류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

다. 이 건물들은 각종 건축 관련 상을 휩쓸었을 정도로 건축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건축학도들의 필수 견학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5년도 대한민국 건

축대상을 받은 예술관은 지상 5층으로 별도의 토목공사를 하지 않고 자연 경사

지면을 그대로 살려 지어졌는데, 전체적인 외형이 그랜드 피아노 모양입니다. 

예술관은 미국 건축전문 저널인‘Architectural Record’사의 2004년 세계 11대 

건축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국제교류관도 대한민국 건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존 지형을 복원해 경사지를 그대로 살리면서 역시 노출콘크리트의 대형 기둥

으로 강의동을 공중에 들어 올림으로써 아이디어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기숙사인 배재국제언어생활관(PAITEL)은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 다양한 구조로 

캠퍼스 기숙사의 신기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7년 최고의 명

품 건축물로 선정돼 대한민국건축문화대상 공동주거부문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

상했습니다. 

이밖에도 배재학당 설립 125주년 기념으로 2010년에 완공된 아펜젤러기념관과 

하워드기념관도 첨단 공법의 도입과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진 독특한 외형으로 

건축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11. 취업 프로그램

  배재대학교는 2011학년도에 학생중심의 실용교육과정으로 개편해 취업률을 획

기적으로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실용교육과정의 핵심은 취업중심, 현장 실

무형 중심, 기업 맞춤형 교육입니다. 아울러 실무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겸임교수를 활용한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Job Office’



- 207 -

를 통한 교내·외 인턴 기회를 확대와 함께 다양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문호를 국제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학문 간 융합과 소통

을 통한 교양교육체제를 강화하여 국가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

는데 전력하고 있습니다. 

상시 취업알선체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산업체와의 상시 협력체

제는 물론‘1인 배재동문 1인 후배 취업알선 운동’을 펼쳐 교직원-학생-동문으로 

이루어지는 3각 취업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학년도부터 운영하

고 있는 배양영재센터의 프로그램도 강화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별로 전문적

이고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펴 취업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12. 배재의 역사

참 교육을 이끌어 온 자랑스러운 역사 미래를 이끌어 가는 배재의 명성

<1885~1909> 

1885. 08. 03 배재학당 창립 (설립자 아펜젤러 Rev. H. G. Appenzeller) 

1886. 04. 01 초대학당장 아펜젤러 취임 

1886. 06. 08 고종황제의‘培材學堂’교명 하사 

1895. 09. 01 배재대학부 설치 (영문학과, 국한문학과, 신학과) 

1896. 04. 07 배재학당 내에서「독립신문」발간 (서재필) 

1902. 06. 11 설립자 아펜젤러 (H. G. Appenzeller) 순직(44세) 

1909. 04. 23 배재고등학당 인가 (사립학교령) 

<1920~1956>

1920. 05. 11 제5대 학당장 겸 학교장 아펜젤러 2세 (H. D. Appenzeller) 취임 

1925. 09. 17 배재학당 교명 폐지 (조선총독부) 

1938. 03. 03 배재중학교(6년)로 개칭 (조선교육령) 

1951. 08. 21 배재중학교(3년) 및 배재고등학교(3년)로 개편 (교육법) 

1955. 04. 26 대전보육학원 개교 (설립자 허길래 Clara Howard) 

1955. 11. 30 목동교사 신축 준공 (본관, 유치원, 기숙사) 

1956. 01. 06 배재대학 설립 기성회 창립 

1956. 05. 04 대전보육초급대학 인가 (초대 학장 허길래) 

<1958~1973>

1958. 04. 07 재단법인 배재학당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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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11. 16 배재대학 기공식 거행 (서울 하월곡동) 

1960. 04. 19 4.19혁명으로 건축 공사 중단 

1964. 04. 23 재단법인 배재학당에서 학교법인 배재학당으로 변경 

1965. 04. 21 학교법인 대전보육학원 인가 

1968. 05. 07 배재학당 당훈‘慾爲大者當爲人役’을‘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로 

변경 

1971. 12. 31 대전여자초급대학으로 교명 변경 

1973. 08. 30 도마동 학교 이전 부지 매입 (8만 평) 

<1977~1986>

1977. 10. 14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학교법인 대전보육학원 합병 

1978. 03. 01 배재대전초급대학으로 교명 변경 

1979. 03. 01 배재실업전문대학으로 교명 변경 

1980. 12. 29 배재대학 (정규 4년제) 설립 인가 (10개 학과, 400명) 

1982. 06. 11 초대 학장 김용우 박사 취임 

1983. 10. 05 제2대 학장 김대준 박사 취임 

1985. 06. 08 배재학당 창립 100주년 기념식 

1986. 02. 18 제3대 학장 이성근 박사 취임 

<1987~1994>

1987. 11. 09 대학원 석사과정 설립 인가 

1989. 06. 08「培材百年史」발간 (배재 100년사 편찬위원회) 

1990. 02. 18 제 4대 학장 이성근 박사 취임 

1991. 10. 22 문과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이공대학, 국제산업대학 설립 

인가 

1992. 05. 01 배재대학교(종합대학교)로 승격 

1992. 07. 28 초대 총장 이성근 박사 취임 

<1995~1998>

1995. 03. 15 제2대 총장 박강수 박사 취임 

1995. 10. 18 대학원 박사과정 인가 

1997. 11. 18 창의적연구진흥사업연구과제 선정-황산화단백질연구(과학기술처) 

1998. 07. 10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선정 (정보통신부) 

1998. 10. 01 창의적연구진흥사업연구과제 선정-광혼돈제어연구 (과학기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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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999. 03. 15 제3대 총장 박강수 박사 취임 

1999. 04. 01 중소기업 창업지원강좌 대학 지정 (중소기업청) 

1999. 05. 07 바이오의약연구센터 선정(RRC)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1999. 09. 01 두뇌한국(BK)21 지역대학 육성사업 선정-정보통신분야 (교육부) 

1999. 10. 25 생물의약지역기술혁신센터(TIC) 선정 (산업자원부) 

<2000~2002>

2000. 02. 02 대학종합평가 최우수 대학원, 우수대학 선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1. 09. 24 제2회 중소기업청 기술혁신대전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상 수상) 

2001. 11. 26「해외우수 IT교육기관 연수사업」수행기관 선정 (정보통신부) 

2002. 08. 16 교육개혁 우수대학 3년 연속 선정 (교육인적자원부) 

2002. 11. 18 2002년도 지방대학 육성사업 선정 (교육인적자원부) 

 

<2003~2004>

2003. 03. 18 제4대 총장 정순훈 박사 취임 

2004. 04. 06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사업’신규과제 대학 선정 (과학기술부) 

2004. 06. 16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협력대학 선정 (교육인적자원부) 

2004. 06. 30 ‘지역혁신 인력양성사업’협력대학 선정 (산업자원부) 

2004. 07. 30 학교기업지원사업‘옻칠데코아트센터’선정 (교육인적자원부) 

2004. 08. 02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협력대학 선정 (산업자원부) 

<2005~2006>

2005. 03. 21 창의적 과제 (광혼돈제어연구) 지원 계속과제 선정 (과학기술부) 

2005. 03. 24 배재학당 창립 120주년 기념예배 및 행사 

2005. 08. 02 한국어교육 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선정 (교육인적자원부) 

2005. 08. 30 ‘2005 아시아대학총장포럼’(제4회) 개최 

2006. 02. 20 IT분야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선정 (정보통신부) 

<2007>

2007. 03. 20 제5대 총장 정순훈 박사 취임 

2007. 05. 01 양자혼돈연구단 도약연구지원 사업 선정 (한국과학재단) 

2007. 07. 01 분자진단상용화사업단 지방기술혁신사업 선정 (산업기술평가원) 

2007. 09. 01 지능형기술혁신사업단 공모과제 수행기관 선정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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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09 세종문화상 교육부분 대통령상 수상 (문화관광부) 

<2008~2011>

2008. 05. 26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학부, 대학원, 한국어연수) 교육 위탁교

육기관 선정 

2008. 05. 29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 선정 (중소기업청) 

2008. 07. 14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모집

대학 선정 

2008. 07. 22 아펜젤러목사 동상 건립 

2008. 08. 01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 스마트하이웨이사업 선정 (한국도로공사) 

2009. 06. 26 중소기업청 2009년 컨설팅대학원지원사업 선정 

2009. 07. 02 중소기업청 신기술창업집적지역지원사업 선정 

2010. 10. 05 지식경제부 대전인쇄문화 RIS 지원사업 선정 

2011. 03. 01 제6대 김영호 박사 취임 

13. 학사제도 

  (1) 복수전공 Double Majors 

학생들에게 복수전공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 모든 학부(과)의 문호를 개방

해 놓고 있으며, 신청시기는 2학년 1학기 초 ~ 4학년 1학기 초이다.(단, 5

년제 건축학 전공, 아펜젤러국제학부, 공공행정학과는 제외) 이수 학점은 

학부기초, 전공필수, 전공 선택 등 전공 교과목 4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복수전공은 계열 구분 없이 직전학기 성적이 2.5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제3전공(본인 전공 포함)까지만 가능하며, 등록금 추가 부담이 없다. 

  (2) 부전공제도 Minors 

복수전공과 같이 모든 학부(과)의 전공에서 이수할 수 있다.(단, 5년제 건

축학 전공제외) 부전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부기초, 전공필수, 전공

선택 등 전공 교과목 중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3) 전부(과)제도 Changing Majors 

전부(과)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사범계열, 5년제 건축학전공, 아펜젤러국제

학부, 공공행정학과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전부(과)가 가능하다. 학부

(과)별 전입인원은 3~5학기 합산하여 입학정원의 20% 범위, 전출은 10% 

내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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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직과정운영 Teaching Certification Program for Secondary School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학부(과)에서 1학년 과정을 마치고 2학년에 진급

하는 학생으로 1학년 성적 총 평균평점이 3.00 이상이어야 한다. 

     * 교직과정 설치학과 : 국어국문학, 심리철학, 복지신학, 영어영문학, TESOL

영어, 독일어문화학, 프랑스어문화학, 스페인어·중남미학, 일본학, 러시

아학, 중국어학, 경영학, 무역학, 관광·이벤트경영학, 호텔·컨벤션경영학, 

외식경영학, 의류패션학, 도시원예학, 조경디자인학, 컴퓨터공학, 전자공

학, 정보통신공학, 게임공학, 정보전자소재공학, 미술학, 음악학, 연극영

화학, 영상예술학 

 

14. 장학제도 

  배재대학교는 현재 90여 종의 교내·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35%에 달하고 

있어 명실상부하게 장학금이 많은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력을 키우는 

성적우수 장학금뿐만 아니라 봉사, 격려, 복지, 체육특기, 해외연수 장학금 등 

전인교육을 실천하는 배재대학교만의 다양한 장학제도로 학생들의 꿈을 키워가

고 있습니다. 

   (1) 교내장학금  

    ① 신입생 New Students 

배재아펜젤러 장학금, 배재하워드 장학금, 배재학당이사장 장학금, 배재

대학교총장 장학금, 영어능력우수 장학금, 외국어성적우수 장학금, 아펜

젤러국제학부 장학금, 특성화 장학금(공공행정학과), 특기입학 장학금(경

시대회입상자), 체육특기 장학금, 외국인특별 장학금 

    ② 재학생 Continuing Students 

성적최우수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모범 장학금, 솔선 장학금, 한

가족 장학금, 고시장학금, 교역직계 장학금, 교직원복지 장학금, 교육직

계 장학금, 격려 장학금, 도우미 장학금, 국가근로 장학금, 국가유공 장

학금, 새터민 장학금, 복지 장학금, 교환학생 장학금, 외국인 학생특별 

장학금, 누리사업 장학금, 체육격려 장학금, 장학기금운용장학금 

  (2) 교외장학금  

배재동창회 장학금 등 모두 50여 종으로 각 장학단체의 지급규정에 따라 

수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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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생자치기구 & 동아리  

  (1) 학생자치기구  

학생회는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학풍을 쇄신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키우

는 학내 핵심기구이다. 자치기구로는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동아리연합

회, 9개 단과대학 학생회가 있다. 

  (2) 대동제(연자골 한마당)  

매년 5월에 실시되는 연자골 한마당은 배재 젊은이들의 축제 한마당이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 시민 축제이다. 

  (3) 춘계·추계 체육대회  

학부(과) 별로 전체 재학생들이 참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함께 땀을 

흘림으로써 친목을 다지고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뜻 깊은 시간을 나눌 수 

있다. 

  (4) 학술제  

한 해 동안 배운 모든 것을 하나의 축제 형식으로 보여주는 의미 깊은 행

사로 공부하는 분야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소중한 행사이다. 

  (5) 동아리 활동  

대학에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은 대학생활을 보다 즐겁고 윤택하게 보낼 수 

있게 하는 윤활유와 같다. 교내에는 학술, 종교, 봉사, 스포츠, 취미, 무예

분야의 약 60여 개의 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6) 해외봉사 활동  

동북아학습단은 매년 6월 중순 하계 방학 중 실시하는 봉사단으로 배재학

당의 기독교 정신과 선구자 정신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한민족의 공생기

반을 구축하고 Leading group 형성 및 육성에 목표를 두고 헌신적인 봉

사활동을 펼쳐 동북아시아 지역에 배재인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다. 

Ⅱ. 모집요강

1. 주요사항

    (1) 원서접수는 방문 및 우편접수만 실시합니다.

    (2) 본교의 모집단위 지원은 1개 학부(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학 중이라도 

입학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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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모집단위(학부) 비고

하워드대학 국어국문학과

하워드대학 심리철학과

하워드대학 복지신학과

하워드대학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과

하워드대학 영어영문학과

하워드대학 TESOL영어과

하워드대학 독일어문화학과

하워드대학 프랑스어문화학과

하워드대학 스페인어·중남미학과

하워드대학 중국학부(중국어학,중국통상학)

하워드대학 일본학과

하워드대학 러시아학과

서재필대학 경영학과

서재필대학 무역학과

서재필대학 전자상거래학과

서재필대학 정치·언론학과

서재필대학 미디어정보·사회학과

서재필대학 행정학과

서재필대학 법학부(법학,공무원법학)

아펜젤러대학 전산수학과

아펜젤러대학 물리융합전기공학과

아펜젤러대학 분자과학부(화장품학,응용화학)

아펜젤러대학 생물의약학과

아펜젤러대학 바이오의생명공학과

아펜젤러대학 생명공학과

아펜젤러대학 원예조경학부(원예학)

아펜젤러대학 원예조경학부(조경학)

아펜젤러대학 가정교육과

아펜젤러대학 간호학과

아펜젤러대학 컴퓨터공학과

아펜젤러대학 정보통신공학과

아펜젤러대학 전자공학과

아펜젤러대학 게임공학과

아펜젤러대학 정보전자소재공학과

아펜젤러대학 나노고분자재료공학과

2. 모집단위



- 214 -

아펜젤러대학 건설환경·철도공학과

아펜젤러대학 비주얼아트디자인학과

김소월대학 관광·이벤트경영학과

김소월대학 호텔·컨벤션경영학과

김소월대학 여가서비스경영학과

김소월대학 외식경영학과

김소월대학 의류패션학과

김소월대학 음악학과

김소월대학 미술조형디자인학과

김소월대학 사진영상애니메이션학과

김소월대학 레저스포츠학과

김소월대학 건축학부(실내건축학)

주시경대학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주시경대학 실버보건학과

3. 지원자격 : 

    (1) 부모 본인 모두 외국인으로서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졸업

(예정)자

    (2) 지원자격 :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합격

4. 제출서류

    ① 본교 소정의 입학원서 1부

    ② 본교 소정의 학력동의서 1부

    ③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생,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공증)

  

Ⅲ. 업무담당자 연락처

    - 배재대학교 대외협력처 최강호, +82-42-520-5243, Ross@p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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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CHAI UNIVERSITY

☞ 주  소: 155-40, Baejae, Seo - Gu, Daejeon, Republic of Korea 302-735

☞ 사이트: http://www.paichai.ac.kr/

Ⅰ. University introduction

1. University Motto : Whoever would b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and whoever would be first among you must be your 

slave.

  In 1885, pioneer Methodist missionary, Henry G. Appenzeller, founded 

Pai Chai Hakdang. The following year, King Gojong of the Chosun 

Dynasty formerly named the school and bestowed on it a tablet, which 

he himself had written its name upon. The establishment of Pai Chai 

Hakdang was the starting point of modern education in Korea and for 

126 years it has produced numerous prominent figures, including the 

poet Kim Sowol, the first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r. Rhee 

Seung-Man, the famous Korean Linguist Joo Si-Kyeong and the national 

independence advocate General Ji Cheong-cheon. The founding motto: 

“Whoever would b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chosen by 

Pai Chai’s founder from a passage in the book of Matthew, lives in the 

hearts of all those associated with Pai Chai. 

2. SLOGAN : “SMART PAI CHAI”─ Sustaining Development for the 

next 100 years.

  Pai Chai is a university with staying power. During the late Chosun 

dynasty, when the fate of the country was precarious, King Kojong 

urged Korea to "cultivate people of talent to provide leadership for the 

country." Pai Chai has fostered Korean pioneers for the past 100 years. 

We will continue without wavering for the next 100. Pai Chai believes 

all of its students are global talents and fosters them with commitment 

and professionalism to become productive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the nation, and the world. Pai Chai alumni, nurtured by the 

University's founding philosophy, today take an active role in the 



- 216 -

various societies in which they live supported by the abilities they 

acquired at Pai Chai. 

In this age of global communication, the members of the Pai Chai commnity 

strive to reinvigorate the university with a spirit that will encourage 

retention and foster continued development over the next 100 years. 

3. Educational Philosophy 

  Pai Chai University cultivates confident leaders who contribute to a 

society based on Christian beliefs and national educational principles.

  (1) Character Development Education: To raise well-disciplined, rounded 

individuals 

  (2) Creative Education: To nurture persons who will lead the advancement 

of scholarship through creative thought and critical thinking

  (3) Open Education: To cultivate persons who will serve their neighbors 

and community

4. Educational Goals

 (1) Character development based on Christian teachings

 (2) Learner-centered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participating in an 

information based society

 (3) A balanced education comprised of basic and applied sciences

 (4) Practical education, with a cosmopolitan outlook

 (5) Cooperation with regional industries and government and continuing 

education for the local community

5. Vision and Strategy

  As a university with 100 years of sustained development, Pai Chai 

University is building upon its past 100 years of development and 

looking ahead to another 100years. Pai Chai strives to be a university 

that contributes to the happiness of its community through sustained 

development─both internal and external─amidst the rapidly changing 

local and global environments of the 21st century. By focusing on 

capacity and resources, Pai Chai is optimizing its educational services as 

it becomes born again as "the best of the bes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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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University Leap

  Taking Off Pioneering Social Network Services (SNS) on campus 

Emerging as a university at the heart of the“ Smart Age” 
  In 2011, Pai Chai University ventured into the new age with its 

next-generation information system. Having pioneered Social Network 

Services (SNS) on campus, Pai Chai now offers professors, staff and 

students in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the chance to communicate 

face to face in real time. In the future, the system will also link 

families with the school.    

7. University Globalization

  Building a network of Sister Universities, Pai Chai University emerges 

as a hub of international exchange 

  Internationalization at Pai Chai began with the establishment of Pai 

Chai HakDang(College) in 1885. From the very beginning Pai Chai not 

only taught all of its classes in English but its classes included a 

mixture of Korean students and the children of foreign envoys. 

Upholding this tradition, Pai Chai University has become a place where 

approximately 1,200 students from 46 different countries spread over 6 

continents and 5 oceans come to study. Pai Chai continues to invest in 

improving its international exchange operation through internal consolidation 

of its educational system for foreign students as well as through 

diversification of its recruiting efforts of overseas students

8. Internationalization Program 

  (1) STUDENT EXCHANGE PROGRAM (SEP) 

Among universities in the central region of Korea, Pai Chai sends 

the largest number of exchange students abroad. Students study in 

numerous countries, including other Asian countries, European 

countries and America. Generally students spend one year or a 

semester studying at a sister university, while retaining their 

enrollment and earning credits toward their degree at Pai Chai. 

  (2) STUDY ABROAD PROGRAM (SAP) 

The College of Foreign Studies offers its students both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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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hort-term Study Abroad Programs. Through these programs 

students can learn about and experience a foreign culture and immerse 

themselves in learning a foreign language at distinguished universities.

  (3) GLOBAL FRONTIER PROGRAM (GFP) 

The GFP aims to nurture a global frontier by providing students an 

opportunity to improve foreign language skills, experience foreign 

cultures and acquir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The program 

sends students to sister universities and prominent overseas 

language institutes during winter and summer vacations. The GFP 

includes culture experience and volunteer programs, as well. 

  (4) Pai Chai University International Summer Camp (PAISS) 

PAISS, launched in 2007 invites students of sister universities to 

learn and experienc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ach student 

has the opportunity to share a room with native Korean speakers, 

thus promoting both mutual understanding and cultural interchange.

  (5)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The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has appointed 

Pai Chai University to educate foreign beneficiaries of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s. 

  (6)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 

Many international students from a variety of countries are attending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at Pai Chai. They are also 

eligible for university scholarships, which are awarded based on 

academic merit. 

  (7) Korean Language Program 

Four times a year the Korean Language Program offers ten-week 

courses to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or overseas students. Each 

year about five hundred students graduate from the Korean Language 

Program and the majority are admitted to Korean universities. 

  (8) Joo Si-Kyeong Global Leader Scholarship Program(JGSP)

The JGSP was created to commemorate the renowned linguist Joo 

Si-Kyeong, as well as promot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roughout 

the world. Many outstanding students from developing countries are 

studying here through the support of the JGSP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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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Overseas Partner University 

  Pai Chai has signed more than 240 academic exchange agreements 

with institutions from forty countries. 

10. PAI CHAI Campus

  Free thinking, Innovation and Design 

  Pai Chai culture is characterized by free thinking. As soon as one 

walks through the gates the first thing one sees is Pai Chai's unusual 

and contemporary architecture. The Pai Chai 21st Century Building, 

which features a "cloud bridge" that connects its floors and its balconies 

inside, was awarded the Daejeon Grand Prize for Architecture in 1996. 

The Arts Building received the Korea Grand Prize in Architecture in 

2005. The overall exterior of the building is in the shape of a grand 

piano. It was selected as one of the world's 11 great buildings in 2004 

by Architectural Record, a professional architectural journal issued in 

the United States. The International Exchange Buildingalso received the 

Korea Grand Prize in Architecture. As a trio, these buildings are a key 

field trip destination for architectural students. 

A bit further up the mountain, the completion of PAITEL in 2007 was 

considered an epoch-making event in campus dormitory construction. 

Selected as the top "high class building" for 2007, PAITEL received the 

Presidential Award─the grand prize in the category of Korean 

Architecture─Common Residences. The Appenzeller Memorial Building 

and the Howard Memorial Building, completed in celebration of the 125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Pai Chai (HakDang)College have also 

garnered attention in architectural circles for their cutting edge 

construction methods as well as their distinctive exteriors, which 

harmonize well with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s. 

The architecture at Pai Chai University is symbolic of the innovation 

and free-thinking that Pai Chai culture embodies.

11. Career Program

  Student-centered practical curriculum; improved employment prospectives 

  For the academic year 2011, Pai Chai University plans to dra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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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 student employment 

prospectives by restructuring its curriculum into something that is both 

practical and student-centered. The key features of the new practical 

curriculum focus on field work and are tailored to the needs of the 

business environment. By expanding opportunities for internships via Pai 

Chai student employment services and with a diversified overseas 

internship program, the university will provide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employment. Along with this, by consolidating the system 

of general education via convergence and communication among 

disciplines, the university is investing its best efforts to develop talent 

as demanded by the country and society. 

Pai Chai University also operates a system of on-demand job placement. 

This three-pronged system supports faculty and students not only 

through cooperation with public institutions and businesses but also by 

making use of Pai Chai's vast network of alumni. The university plans 

to upgrade the quality of on-demand employment by providing 

professional and systematic career guidance by field as required by 

students and by strengthening the Talent Fostering Centerprogram that 

has been operating since 2009. 

12. Brief History

<1885~1909> 

1885. 08. 03 Pai Chai Hakdang founded by Rev. H. G. Appenzeller 

1886. 04. 01 Reverend Henry G. Appenzeller inaugurated as the first dean 

1886. 06. 08 King Gojong endows its name and a tablet on Pai Chai Hakdang 

1895. 09. 01 Pai Chai College Program established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Chinese Classics and Department of Theology) 

1896. 04. 07 The Independence Daily published by Suh Jae-Pil at Pai Chai 

Hakdang 

1902. 06. 11 Founder Rev. H. G. Appenzeller dies 

1909. 04. 23 Pai Chai Common High School autho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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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1956>

1920. 05. 11 Appenzeller the 2nd inaugurated as the fifth dean 

1925. 09. 17 Use of the name Pai Chai Hakdang prohibited by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of Korea 

1938. 03. 03 Name changed to Pai Chai Middle School (Six-year school) 

1951. 08. 21 Divided into 3-year middle and high schools 

1955. 04. 26 Daejeon Child-Care School opened by founder Clara Howard 

1955. 11. 30 Mok-Dong Buildings constructed (Main Building, Kindergarten, 

Dormitory) 

1956. 01. 06 Pai Chai College Establishment Committee formed 

1956. 05. 04 Daejeon Child-Care Junior College authorized(American missionary 

Huh Gilae inaugurated as the first dean) 

<1958~1973>

1958. 04. 07 Pai Chai Hakdang Foundation authorized 

1959. 11. 16 Pai Chai College Foundation Stone-Laying Ceremony (Hawolgok 

-dong, Seoul) 

1960. 04. 19 Construction halted due to the 4.19 Revolution 

1964. 04. 23 Name Changed to Pai Chai Hakdang Education Foundation 

1965. 04. 21 Daejeon Child-Care Junior College authorized as an educational 

institute 

1968. 05. 07 Pai Chai’s Motto rephrased from Chinese characters to Korean 

1971. 12. 31 Daejeon Child-Care Junior College renamed Daejeon Women’ 
s Junior College 

1973. 08. 30 Obtained land in Doma-dong to construct new school buildings 

<1977~1986>

1977. 10. 14 Pai Chai Hakdang Foundation merged with Daejeon Women’s 
Junior College Foundation 

1978. 03. 01 Name changed to Pai Chai Daejeon Junior College 

1979. 03. 01 Name changed to Pai Chai Technical College 

1980. 12. 29 Authorized as a four-year college (10 departments with 400 

students) 

1982. 06. 11 Dr. Kim Yong-Woo inaugurated as the first d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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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10. 05 Dr. Kim Dae-Joon inaugurated as the second dean 

1985. 06. 08 Celebrated the 100th anniversary of Pai Chai Hakdang 

1986. 02. 18 Dr. Lee Seong-Keun inaugurated as the third dean 

<1987~1994>

1987. 11. 09 Graduate School opened 

1989. 06. 08 Published“ The 100-year History of Pai Chai” 
1990. 02. 18 Dr Lee Seong-Keun inaugurated as the fourth dean 

1991. 10. 22 Established the College of Liberal Arts, College of Education, 

College of Social Sciences, College of Science and Engineering, 

and College of International Industry 

1992. 05. 01 Obtained university status 

1992. 07. 28 Dr. Lee Seong-Keun inaugurated as Pai Chai University’s first 
president 

<1995~1998>

1995. 03. 15 Dr. Park Kang-Soo inaugurated as Pai Chai University’s second 
president 

1995. 10. 18 Doctorate program authorized 

1997. 11. 18 “Anti-Oxidization Protein”project chosen for the Creative Research 

Initiative Project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1998. 07. 10 Named as the Incubation Support 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1998. 10. 01 “Optical Chaos”project chosen for the Creative Research Initiative 

Project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1999>

1999. 03. 15 Dr. Park Kang-Soo inaugurated as Pai Chai University’s 
third president 

1999. 04. 01 Named as an Incubation Support Program University for 

small business (The Ministry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999. 05. 07 Named as a Research Center for Bio-Medicinal Resources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223 -

1999. 09. 01 Chosen as the regional university for the Brain Korea 21 

Project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1999. 10. 25 Chosen as the Regional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for 

Bio-Medicinal Resources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2000~2002>

2000. 02. 02 Ranked as“ Most Excellent”for its graduate program and 

“Excellent”for its undergraduate program in the 1999 

National Evaluation of Universities (The Korea Council of 

University Education) 

2001. 09. 24 Named as a Distinguished Institute in the 2nd Technology 

Innovation Convention (The Ministry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01. 11. 26「Chosen as the Training Center for Overseas IT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2002. 08. 16 Chosen as an Excellent University in Education Reform for 

three consecutive year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2. 11. 18 Chosen for the Regional University Support Project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3~2004>

2003. 03. 18 Dr. Chung Soon-Hoon inaugurated as Pai Chai’s fourth 

president 

2004. 04. 06 Chosen for Distinguished Regional Scientists Support Program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04. 06. 16 Deemed“ excellent”by the Specialized Regional Innovation 

Project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2004. 06. 30 Chosen as a support university for the NURI Project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2004. 07. 30 Ottchil Deco Art Center chosen for the University Corporation 

Support Project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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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Development) 

2004. 08. 02 Chosen as the support university for the Specialized Regional 

Innovation Project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2005~2006>

2005. 03. 21 “Optical Chaos”project renewed by the Creative Research 

Initiative Project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05. 03. 24 Celebrated the 120th anniversary of Pai Chai Hakdang 

2005. 08. 02 Chosen as a training center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ces Development) 

2005. 08. 30 Held“ 2005 Asian University Presidents Forum”. 
2006. 02. 20 Chosen for the IT Education Project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2007>

2007. 03. 20 Dr. Chung Soon-Hoon inaugurated as Pai Chai’s fifth president 
2007. 05. 01 “Quantum Chaos Research”project chosen for the Springboard  

Research Support Project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 

2007. 07. 01 “Molecular Diagnostics Commercialization”project chosen for 

the Regional Technology Innovation Project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07. 09. 01 Chosen as the Institute for Intelligent Technology Innovation 

Project.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2007. 10. 09 Awarded the 26th King Sejong Culture Prize in Education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2008~2011>

2008. 05. 26 Chosen as the government commissioned Institute for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2008. 05. 29 Chosen as an Expansion Program of Incubation Support 

Center (The Ministry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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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7. 14 Chosen as a support university to the TaLK (Teach and 

Learn in Korea) Program 

2008. 07. 22 Statute erected in honor of Rev. Henry G. Appenzeller 

2008. 08. 01 Chosen to carry out the Smart Highway Project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09. 06. 26 Selected for the Graduate School of Consulting Support 

Project by the Ministry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09. 07. 02 Selected for the New Technology-Based Business Incubation 

Regional Support Project by the Ministry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0. 10. 05 Daejeon Print-Culture Regional Innovation System 

2011. 03. 01 Dr. Kim Young-Ho inaugurated as Pai Chai’s sixth president 

13. Academic System & Financial Aid

  Pai Chai University operates a student-oriented academic system.

  (1) Double Majors 

Students are eligible to apply for a double major if they obtain a 

GPA of 2.5 or above. Students studying double majors must earn at 

least 45 credit hours in their second major area. Application forms 

are available to students who complete at least one academic year.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Appenzeller School of Global 

Business and Department of Appenzeller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do not permit students to enroll in their courses as 

part of a double major. 

  (2) Minors 

Students with minor studies are required to earn at least 24 

credits in a minor area.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is not 

available for minor studies. 

  (3) Changing Majors 

Students may change their major in other departments within the 

university (except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Appenzeller 

School of Global Business, Department of Appenzeller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all Education Departments). Th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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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ransfer-in and transfer-out students may not exceed 20% and 

10% of each department’s admission capacity, respectively. 

  (4) Teaching Certification Program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are eligible to apply for the Teaching Certification 

Program for Secondary School once they complete their first 

academic year and obtain a GPA of 3.0 or above. 

* Departments with Secondary School Teaching Certification Programs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Psychology and Philosophy, Welfare 

and Theology,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SOL, German 

Language and Culture, French Language and Culture, Spanish Language 

and Latin American Studies, Japanese Studies, Russian Language, 

Chinese Language, Business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Trade, 

Tourism and Event Management, Hotel and Convention Food Service 

Management, Clothing and Textiles, Science and Landscape Architecture, 

Computer Engineering, Electronic Engineer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ngineering, Computer Game Engineering, Information 

and Electronic Materials Engineering, Fine Arts, Music, Performing and 

Intermedia Arts. 

14. FINANCIAL AID

  Pai Chai University offers over ninety different scholarship programs. 

More than 35% of the student body are partially or entirely exempt from 

tuition fees or supported financially for their academic activities. 

Generally, scholarships and fellowships are reserved for students with 

special qualifications, such as academic, athletic or artistic talent. The 

following awards are also available: Working Student Scholarships,Vounteer’s 
Scholarship, Welfare Scholarships and Overseas Training Scholarships. 

  (1) Internal Scholarships 

  ① New Students 

  Scholarships available to new students: 

  Pai Chai Appenzeller Scholarship, Pai Chai Howard Scholarship, Pai 

Chai Chairman of the Board of Trustees Scholarship, Pai Chai 

President Scholarship, English Language Scholarship, Foreign Language 

Scholarship, Appenzeller School of Global Business Schola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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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zation Scholarship (Department of Appenzeller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pecial Admissions Scholarship, Athletic Scholarship, 

Special Scholarship for Foreign Students. 

  ② Continuing Students 

  About twenty scholarships are available. These include the Superior 

Academic Performance Scholarship, Fund Scholarship, Saetomin Scholarship, 

Exchange Student Scholarship, Working Student Scholarship, Volunteer’s 
Scholarship, National Exam Scholarship and NURI Project Scholarship, etc.

   (2) External Scholarships 

Approximately fifty scholarships are available, including the Pai 

Chai Alumni Scholarship. 

15. Student Organizations & Activities 

  (1) Student Organizations

Student Organizations are self-governing organizations established 

to encourage students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to nurture students’leadership skills and ability to work indepenslently. 

These include : Students’ Association, General Students’ Association, 

Student Club Association, Student Welfare Committee 

  (2) Daedongje (Yeonjagol Hanmadang) 

The University’s annual festival, Daedongje is held in May. Local 

residents are invited to take part in its diverse programs. 

  (3) Spring and Fall Athletic Meetings 

Once a semester students of each college have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Student Athletic Meeting, through which they 

build friendships and learn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4) Academic Festival 

Through a variety of academic festivals,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work and achievements to the public. 

  (5) Student Clubs 

There are sixty student clubs encompassing a wide range of 

interests : scholarship, religion, social service, sports, hobby and martial 

arts. These groups aim to enrich each student’s campu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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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Unit

Howard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oward Psychology and  Philosophy

Howard Welfare and Theology

Howard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Howard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Howard TESOL

Howard German Language and  Culture

Howard French Language and  Culture

Howard Spanish Language and  Latin American Studies

Howard Chinese  Studies

Howard Japanese Studies

Howard Russian Studies

Seo Jaepil Business  Administration

Seo Jaepil International Trade

Seo Jaepil Electronic Commerce

Seo Jaepil PoliticalScienceand  Journalism

Seo Jaepil Sociology and Media  Information

Seo Jaepil Public Administration

Seo Jaepil Law

Appenzeller Electronic  Mathematics

Appenzeller PhysicalElectricalEngineering 

Appenzeller Molecular Science

Appenzeller Biology and Medicinal  Science

  (6) Overseas Volunteering 

Northeast Asia Volunteer Learning Group : The group visits 

Northeast Asian countries to take part in volunteer works each 

summer. Volunteering abroad is extremely worthwhile and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volunteer work available.

Ⅱ. Guidelines for applicants

1. Main Points

    (1) Application can be completed in person at the university or via mail

    (2) An applicant can apply to only one department

    (3) If the university verifies any dishonesty of any kind in the candidate’s 
application, the admission will be canceled and/or revoked.

 

2. recruit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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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zeller Biomedicinal Science  and Biotechnology

Appenzeller Life Science and  Biotechnology

Appenzeller Horticul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

Appenzeller Horticul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

Appenzeller Home Economics  Education

Appenzeller Nursing

Appenzeller Computer Engineering

Appenzell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Appenzeller Electronic  Engineering

Appenzeller Game Engineering

Appenzeller Information and  Electronic Materials Engineering

Appenzeller Nanopolymer Materials  Engineering

Appenzeller Civil, Environmental  and Railroad Engineering

Appenzeller Visual Arts and  Design

Kim Sowol Tourism Event  Management

Kim Sowol Hotel and Convention  Management

Kim Sowol Fine Art

Kim Sowol Food Service  Management

Kim Sowol Clothing and Textiles

Kim Sowol Music

Kim Sowol Fine Art Modeling  Design

Kim Sowol Photography and  Animation

Kim Sowol Leisure Sports

Kim Sowol Architecture

Joo Sikyeong Culture and Arts  Contents

Joo Sikyeong Gerontal Health and  Welfare

3. Qualification

    (1) The applicant has to be a student who has foreign parents (none 

of them can be Korean), and has to have high school diploma or 

higher degree.

    (2) The applicant must have TOPIK level 3 or above

4. Requirements

    (1) University application form

    (2) Signed consent form

    (3) Family certificate issued by government

 

Ⅲ. Contact Person

    - Pai Chai University Ross Choi , +82-42-520-5243, Ross@p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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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립 부 경 대 학 교   

☞ 주  소: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99-1

☞ 사이트: www.pknu.ac.kr

I. 학교 소개

1. 대학의 역사 

  국립부경대학교는 1924년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업기술 교육기관으로 출발한 

부산공업대학교와 1941년 한국 최초의 수산고등교육기관으로 출발한 부산수산대

학교가 1996년 전국 4년제 국립대 최초로 통합해 탄생한 오랜 역사와 깊은 전통

을 가진 대학이다.

2. 대학의 규모

  현재 대연캠퍼스(34만9천881㎡), 용당캠퍼스(30만7천823㎡) 등 2개 캠퍼스에 

△인문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수산과학대학 △
환경․해양대학 등 6개 단과대학과 일반대학원 및 4개 특수대학원이 있으며 

28,000여명의 학생이 재적, 10만여명의 동문을 배출하였다.

1,232명의 교직원이 학생의 교육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학의 규모와 입학생의 

성적 등은 한국 국립대학 중 상위 5위의 수준 높은 대학이다. 

3. 학생들의 동아리(서클) 활동

  부경대의 학생 동아리는 학술, 취미, 교양, 공연, 문학, 봉사,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130여개가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특성에 맞는 동아리에 

가입해서 자질을 연마한다.

4. 학생들에 대한 장학혜택

  가장 저렴한 등록금과 높은 장학금 수혜율은 부경대만이 가지는 매력이다. 재

학생 2명 중 1명이 혜택을 받고 있을 정도로 풍부한 장학혜택이 주어지고 있으

며, 일반성적우수장학금, 특별감면장학금, 근로봉사장학금,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등록금 전액면제 등의 장학제도, 이밖에 110여개 단체들이 연간 65억원을 

출연하여 5,1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2010학년도 기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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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 혁신의 ’성공모델’

  부경대는 한국의 국립대학 가운데 자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통합, 현재 매

머드 국립대학으로 입지를 굳혔다. 통합으로 종합적인 학문체계를 갖춤으로서 

국가 발전과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종합대학으로 발전했다. 

이 같은 부경대의 노력은 대학 혁신의 모델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6. 학문의 모든 영역에서 선두에 있는 대학

  △한국의 기상 R&D사업을 총괄하는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

는 것을 비롯, △부산권 환경 연구를 전담하는 '부산지역환경기술개발사업단', 

△한국의 마린바이오 연구를 주도하는 '해양바이오프로세스연구단', △한국의 신

재생에너지 연구를 리드하는 '신재생에너지부품소재지역혁신센터', △한국의 해

양바이오에너지 연구를 주도하는 '청정생산기술연구소', △태풍 피해방지 한국․일
본 공동 연구거점인 '글로벌연구실', △한국 유일의 해양수산 LMO(형질전환생

물) 평가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경대학교의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 및 교육 역량은 한국 최고 수준이며 

일부 영역은 세계적 Top class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양생명과학연구소, 

해양수산형질환생물연구소, 수산질병관리원 등을 운영하는 부경대는 한국에서 

수산․해양 분야를 가장 오래 연구해온 곳으로 가장 많은 연구실적을 보유하고 있

다. 부경대학교는 이처럼 차별화된 특성화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7. 국제화가 잘된 대학

  부경대의 해외 자매결연기관은 현재 124개로 국제적인 감각과 능력을 가진 인

재를 키울 수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교환학생과 복수학위 

제도로 많은 학생이 국외에서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 뉴욕에 부경대 국재재단을 건립하고 1,650명을 수용할 기숙사

를 2009년에 오픈하는 등 국제교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51개국 약 

1,000여명의 외국 유학생들이 수학 중이다.

8. 세계 100위권으로 도약하는 대학

  부경대는 수․해양, 환경분야에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와 교육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공학과 자연과학분야에서 지역기업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을 

실천하는 데에 커다란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동남권 지역기업과 산학공동기술연구를 수행한 실적에 관해서는 부경대가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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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계  열 모집단위

인문사회과학대학
인문․ 사회계

경제학부(자원․정보경제학, 경제학전공)

국어국문학과

국제지역학부(유럽학, 북미학, 중국학전공)

법학과

행정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부(일본어문학, 일본학전공)

신문방송학과

정치외교학과

예능계 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전공)

경영대학 인문․사회계

경영학부(경영학, e-비즈니스, 회계․재무시스템, 
관광경영학전공)

국제통상학부(국제통상학, 국제무역물류학, 국제경영학전공)

자연과학대학 자연계

응용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미생물학과

화학과

간호학과

공과대학 공학계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기계공학과

냉동공조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시스템경영공학과

 신소재공학부

 금속공학과

 안전공학과

 소방공학과

이다. 그만큼 지역 속에 확고히 뿌리내린 대학, 지역과 함께 호흡해온 대학이라

는 것이 부경대의 자부심이다.

부경대는 국제화, 특성화 , 실용화 등 3대 전략을 바탕으로 오는 2020년 세계 

100위권 대학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

Ⅱ 모집 요강

1. 모집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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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공학계

 공업화학과

 고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IT융합응용공학과

 인쇄정보공학과

 이미지시스템공학과

 의공학과 

 화학공학과

수산과학대학
자연계

 수산생명의학과

 해양바이오신소재학과

 자원생물학과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생물공학과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해양경찰학, 해양생산학전공)

인문․사회계  해양산업경영학부

환경ㆍ해양대학 자연계

 해양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해양공학과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지구환경과학과

 환경대기과학과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과

 생태공학과

2.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명 비고

1. 지원서 및 사진 (2매)

2. 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3.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4. 지원자의 국적증명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5.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본인이 확인가능한 증명)

6. 자기소개 및 수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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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업무 담당자 연락처

   - 입학(입학관리과 손진성 82-51-629-5070)

   - 생활안내(국제교류원 박원주 82-51-629-6907)

Ⅳ 장학생 대상 공지 사항 

1. 학사 안내

  ① 정부초청장학생 학사 지침 안내 및 숙지

  - 한국어연수 관련 안내

  - 입학 관련 안내

  - 전공 수학 관련 안내

  - 졸업 및 논문 관련 안내

  - 장학생 연장 및 휴학 등에 관한 안내

 ② 정부초청장학생 장학금 집행 관련 안내

  - 지급 기준,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

 ③ TOPIK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안내

  - 시험 일정, 시험 내용, 신청 방법 등 시험 정보 제공

2. 생활 안내

  ① 한국 문화 및 생활 소개

  - 지리, 교통, 음식, 학교생활, 캠퍼스 안내 등 

  ② 외국인 유학생 관련 출입국 사항 안내

  - 외국인등록 및 기간 연장, 체류지 변경 안내 등

  ③ 외국인 유학생 상담실 운영 안내

  -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전담 부서 이용 및 상담실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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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ddress: 599-1, Daeyeon-dong, nam-gu, BUSAN KOREA

☞ Website: www.pknu.ac.kr

Ⅰ INSTRUCTION

1. HISTORY of PKNU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Dr. Maeng Eon, Park) owns 

a profound tradition, which with great pride expanded in 1996 

through Korea's first successful amalgamation of two top 

universities: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which, in 

1924, became the first Korean institution developing modern 

industrial technology education, and National Fisheries University of 

Busan, which, in 1941, established itself as the first Korean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 for Advanced Fisheries.

2. SCALE of PKNU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preads across two giant campuses: 

Daeyeon (349,881㎡) and Yongdang (307,823㎡). Based within these 

two campuses are six colleges, including: △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National Sciences △ Business Administration △ Engineering 

△ Fisheries Sciences △ Environmental and Marine Sciences. 

Furthermore, the university provides one graduate school and four 

specialized graduate schools, that include: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Graduate School of Industry △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 Graduate School of Business. Such a large 

university area is required to sustain the student population of 28,000 

and an alumni of about 10,0000. The students of Pukyong are 

supported by 565 faculty members, 137 academic staff and 389 

administration staff, whom dedicate themselves to making sure we 

deliver a first-rate education. Thus, our high reputation among the 

students of Korea and the world means that for sheer scale and admission 

scores, Pukyong ranks among the top 5 national universitie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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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UDENT CLUBS

There are about 130 student clubs covering a various of academic 

fields, such as hobbies, performances, literature, physical activities 

etc. Students are allowed to join as many clubs as their interests allow.

4. SCHOLARSHIPS

An attractive feature for students applying to PKNU is the cheapest 

tuition in the nation and the high percentage of scholarship grants. 

One out of two students receives a scholarship. PKNU offer 

Scholarships for △ good grades △ working students △ full tuition 

scholarship for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In 2010, 5,100 

students were rewarded a share of the annual 650 million Korean 

Won on offer from 110 external organizations. 

5. A LEADER IN EVERY ACADEMIC FIELD 

PKNU operations include: △Center for Atmospheric Science and 

Earthquake Research generalizing R&D project about Korean weather 

△Busan Environmental Technology Center taking full responsibility 

for research of Busan environment △Marine Bio Process Research 

Center leading Korean marine-bio research △Regional Innovation 

Center for New-Renewable Energy and Material leading Korean 

renewable energy research △Cleaner Production Technology Center, 

a leader in Korean marine-bio energy research △Global Laboratory 

for Korean-Japanese cooperative research based on damage prevention 

caused by typhoons △Ocean Sciences and Fisheries 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Evaluation Center, the only one in Korea.

The field of Biotechnology a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is 

specially evaluated as the highest level in this area and some fields 

are evaluated as world-top level. PKNU, running Marine Life 

Science Center, Institute of Marine LMO, Marine Disease Management 

Center, have the oldest history of studying fisheries and marine 

science in Korea and achieve the most of results of research in 

Korea. Pukyong have a goal to be a member of the top 100 global 

universities by supporting these unique and specific fields inten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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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Section Recruiting Unit Remarks

College of
Humanities 
and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Division of Economics
 - Major of Resources and Information 
Economics

6. A 'SUCCESSFUL MODEL' IN THE TREND OF UNIVERSITY RENOVATION 

IN KOREA

After solidifying its position as a mega-national University through 

the amalgamation of two national universities, Pukyong further 

established itself in a pivotal role for regional and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a comprehensive academic system. 

7. A UNIVERSITY ACTIVELY INVOLVED IN INTERNATIONAL EXCHANGES

Pukyong has a global network with 124 partner universities and 

institutes to grow globally talented students. Many students travelled 

abroad through a Student Exchange Program and a International 

Dual Degree Program. In 2009, the New York International 

Foundation opened a dormitory in New York, which can accommodate 

up to 1,650 international students. 

8. A UNIVERSITY STEPPING UP TO A CENTER IN NORTH-EAST ASIA

The field of Fisheries, Marine and Environmental Sciences a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is recognized as providing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in North-East Asia and known for offering courses 

at a world-top level. This reputation comes from the fact that PKNU 

has the oldest history of studyiing fisheries and marine science in 

Korea. Hence, PKNU is also well known for active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y and industries in the field of Engineering and 

Natural Sciences. We have earned the most successful results of 

cooperative research with companies in South-East Asia. PKNU has 

a goal to be a member of the top 100 global universities by 

supporting these unique and specific fields intensively. 

Ⅱ. Courses 

1. Recruiting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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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ciences

 - Major of Economics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ivision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 Major of European Studies
  - Major of American Studies
  - Major of Chinese Studies

Department of Law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History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Division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 Major of Japanese Literature
  - Major of Japanese Language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Art Sciences
Department of Design
  - Fashion Design

College of
Natural 
Sciences

Natural 
Sciences

Department of Applied Mathematics

Department of Statistics

Department of Physics

Department of Microbiology

Department of Chemistry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
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 Maj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 Major of E-Business
  - Major of Accounting and Financial 

System 
  - Major of Tourism Management

Divis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 Major of International Commerce
  - Major of International Trade and 

Logistics
  - Major of International Business 

Administration

College of
Engineering

Natural 
Sciences

Division of Civil Engineering

Division of Architecture 
(Architectural Engineering 4-year program)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Department of Refrigeration, 
Air-Conditioning Engineering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Automobil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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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Mechanical System 
Engineering

Department of Systems Management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Natural 
Sciences

Division of Advanced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Department of Metal System Engineering

Division of Safety Engineering
  - Major of Safety System Engineering
  - Major of Fire Protection System 

Engineering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Department of Polymer Engineering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Department of Control and Automation 
Engineering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Department of IT Convergence Applied 
Engineering

Department of Graphic Arts Information 
System

Department of Image System Science and 
Technology

Department of Medical Engineering

College of
Fisheries 
Sciences

Natural 
Sciences

Department of Fisheries Marine Life Sciences

Department of Marine-bio New Material

Department of Marine Biology

Department of Food Engineering

Department of Nutrition

Department of Biotechnolog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Department of Marine Business & Economics

Natural 
Sciences

Division of Marine Production System 
Management
  - Major of Marine Police Science
  - Major of Marine Production Science

College of
Environmental 
and Marine 
Sciences

Natural 
Sciences

Department of Oceanography*

Department of Energy Resources Engineering

Department of Ocea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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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Marine 
Systems Engineering

Department of Earth Environmental Science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tmospheric 
Sciences

Department of Satellite Information Science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Department of Ecological Engineering

Department of Space Information System 
Enginnering

  

2. Required Documents

Documents Requirement

1. Application (2 photos)

2. Transcript of Graduation  High school 

3. Certificate of Graduation(or expected) for High School 

4. Certificate of Nationality (copy of passport or copy of 
alien registration card etc.)

5. Certificate of relationship with parents (or document 
equivalent to family registration)

6. Personal Statement and Study Plan

Ⅲ CONTRACT INFORMATION

  - Dept. administration (son jin song 82-51-629-5070)

  - International Ralationship (park won joo 82-51-629-6907)

Ⅳ. Notice for students studying on government scholarship

1. Academic Guidance 

  ① Guidance for governmental scholarship students

   - Korean Language Learning Program   

   - Admission  

   - Major courses

   - Graduation and These  

   - Extension and suspension of studies 

  ② Schola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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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teria, Time, Payment 

  ③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 Tests : Schedule, Substance, Subscription 

2. Guide to Living in Korea

  ① Introduction to Korean Culture and life  

   - Geography, Transportation, Food, Student life, Campuse 

  ② Immigration affairs of foreign students  

   - Alien Registration, extension and change of place of residence 

  ③ Counseling Office for international students

   - Visit to the Counseling Office for internation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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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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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세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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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대 학 교

☞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 대외교류본부(609-735)

☞ 사이트: www.pusan.ac.kr 

I. 대학 소개

1. 학교의 특성

(1) 한국 최초의 국립대학으로 출범하여 현재까지 한국의 교육 특성을 잘 담

고 있는 대표적 대학

(2) 세계적 해양도시 부산에 위치한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대학으로 조선, 해

양, 항만, 물류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력을 가짐

(3) 기계분야 및 나노 바이오 분야를 특화․육성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개발하

기 위한 인력 양성

(4) 멀티캠퍼스(부산, 양산, 밀양, 아미)를 조성하여 캠퍼스별 특화 분야 육성

2. 학교 현황(2011년 기준)

(1) 1946년에 개교해 65주년을 맞음

(2) 14개 단과대학, 1개 독립학부, 1개 일반대학원, 5개 전문대학원, 6개 특

수대학원, 104개 연구소 운영

(2) 재학생 28,000명, 교직원 1,800명 규모이며 18만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음

3. 학교의 우수성

(1) 장기 발전 계획 ‘PNU Global Vision 2015’ 통한 국제화된 최고의 인재

양성, 동남권 경제 번영 선도를 목표로 전 구성원이 노력

(2) The Times와 QS가 공동 실시한 ‘2009 세계대학 평가’에서 국내 종합대 

6위로 전년도에 비해 140위 상승

(3) 2010 중국 상하이 자오퉁대 세계대학평가 국내 종합대 6위

(4) 조선일보와 QS가 실시한 2010 아시아대학평가에서 학계평가 4개 분야 

국내 종합대 ‘TOP 5’

Ⅱ. 모집 요강

1. 지원 대상 및 지원 자격

(1)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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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와 본인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졸업한 자

(3) 1), 2)에 모두 해당되는 자로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합격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미소지자는 3. 제출서류의 안내를 참고

하기 바람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원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입학 정보 홈페이지(http://go.pusan.ac.kr)에 

공고함.

계열 소속대학 모  집  단  위
모집

인원

인문/

사회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노어노문학과, 한문학과

언어정보학과, 사학과, 철학과, 고고학과

약간 

명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신문방송학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제통상대학 무역학부, 경제학부, 관광컨벤션학과, 국제학부, 공공정책학부

자연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미생물학과, 분

자생물학과, 지질환경과학과, 대기환경과학과, 해양시스템과학과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고분자공학과,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화공생명공학

부, 재료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정보컴퓨터공학부, 건축공학과, 

도시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산업공학과,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조선․해양공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생활환경대학 아동가족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주거환경학과

밀양

캠퍼

스

생명자원

과학대학

식물생명과학과, 원예생명과학과, 동물생명자원과학과, 식품공학과, 

생명환경화학과, 바이오소재과학과, 바이오산업기계공학과, 

IT응용공학과,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조경학과, 

농업경제학과(인문사회계열)

나노과학

기술대학

나노소재공학과, 나노메카트로닉스공학과, 나노메디컬공학과, 나노

융합공학과

예체

능

예술대학

음악학과(성악전공/피아노전공/작곡전공/관현․타악전공) 

미술학과(조소전공/한국화전공/서양화전공) 

조형학과(도예전공/가구목칠전공/섬유금속전공)

한국음악학과 무용학과(한국무용전공/발레전공/현대무용전공) 

디자인학과(시각디자인전공/애니메이션전공/영상정보전공) 예술문

화영상학과

- 스포츠과학부

※ 나노과학기술대학 1~2학년은 부산캠퍼스에서 수업을 받으며 나노과학기술대

학 3~4학년과 생명자원과학대학 1~4학년은 밀양캠퍼스에서 수업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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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Form 1】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합격증

  ※ 3급 이상 합격증은 2013년 2월 11일까지 제출해야 함.

  ※ 2013년 2월말 기준으로 TOPIK 3급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조건부 합격

을 하게 되며 6개월 또는 1년의 추가 한국어 연수 후에도 TOPIK 3급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조건부 합격이 취소됨.

(3) 자기소개/수학계획서【Form 2】
(4) 디자인학과 지원자의 경우 포트폴리오(자유 형식 작품사진) 제출

(5) 기타 전형 참고자료(각종 어학능력 및 수상 경력 자격증 출신 고등학교 

소개자료 등 입증자료) 

(6) 유의사항

① 정부초청 장학생 중 대학 추천자는 당초 정해진 학과로 지원해야 하며 

전공을 바꿀 경우 장학생 자격이 취소됩니다.

②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한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원본 대조 필을 확인 받아 제출하며 최종 합

격 후 지원 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③ 입학원서 자기소개 및 수학계획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④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 또는 영문 번역

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⑤ 합격자는 입학일 전까지 외국학교 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서류를 대외교류본부로 제출해

야 합니다.

⑥ 제출서류 이외에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합격자 선발방법

(1) 서류심사 : 100%

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종합적 평가하여 선발합니다.

5. 전형료 : 면제

6. 지원자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학과 및 전공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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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기간 중 모든 공지사항(합격자 발표 포함)은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

지(http://go.pusan.ac.kr)를 통해 공지합니다.

(3) 구비서류 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모집요강에서의 요구사항 불이행 

주소의 불명 연락 두절 합격자 명단의 미확인 입국수속 절차 불이행 등

으로 인한 불이익(합격 취소 등)은 지원자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여야 합

니다. 

(4) 전형서류의 위조·변조·번역 오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재학 

및 재적 중에 확인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졸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학적을 말소합니다.

(5)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 등록 시 합격 취소 처리합니다.

(6)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 절차와 규정에 따

라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대외교류본

부(Tel: +82-51-510-38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Ⅲ. 연락처

1.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 부산대학교 국제지원센터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특별전형 담당자 (우편번호 : 609-735)

2. 전화(Phone) : +82-51-510-3854 / Fax : +82-51-510-3851

3. 이메일 : services@pusan.ac.kr

4. 홈페이지 : 부산대학교 홈페이지 www.pusan.ac.kr

              부산대학교 입학홈페이지 http://go.pusan.ac.kr

              부산대학교 대외교류본부 홈페이지 http://.international.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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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an National University

☞ Address: Geumjeong-gu Busan Korea(Zip code : 609-735), Office of International 

Services(Bldg. 202) Pusan National University

☞ Website: www.pusan.ac.kr

I. Introduction

1. Features

  (1) As a first national university, Pusan National University represents 

characteristics of Korean education. 

(2) Pusan National University is open and forward looking and has an 

outstanding research power in Marine ,Ocean, port and logistics 

because it is located in Busan, one of the world marine cities. 

(3) Pusan National University has grown human resources to develop future 

growth power by specializing and promoting in Mechanical and 

Nano-bio field.

(4) Pusan National University has formed muti campus(Busan, Yangsan, 

Miryang, Ami) and developed specialized field by campuses.

2. University outline(2011 AC)

(1) Pusan National University was built in 1946 so it has been 65 

years so far

(2) Pusan National University has 14 colleges, one independent department, 

one general graduate, five professional graduates, six specialized 

graduates, 104 research centers. 

(3) Pusan National University has 28,000 students including 900 

international students, 1,800 staffs and 180,000 students have 

graduated so far.  

3. Outstanding features

(1) All staff is aiming at fostering global leaders to lead economic growth of 

East Asian Area under long development plan " PNU Global Vis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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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Colleges Units for Admission

Num
ber 

to be 
Admi
tted

Humanit
ies and 
Social 
Sciences

Humanities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in Chinese Characters 
Department of Language and Information 

a few

(2) Pusan National University was ranked top 6 in 2010 , which has 

a dramatic rise by 140 places compared to 2009 world university 

evaluation co –conducted by The Times and QS

(3) Pusan National University was ranked top 6 among korean universities 

at world university evaluation conducted by  Shanghai Jaotong 

university in 2010.

(4) Pusan National University was ranked top 5 at four academic 

fields among korean universities at Asian university evaluation 

co-conducted by Choseon Daily Newspaper and QS.

Ⅱ. Admission Guideline

1. Eligibility Requirements

(1) Those who are selected as KGSP undergraduate students.

(2) Those who and whose parents have foreign citizenship and who 

have received their entire primary and secondary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Korean 

education system in foreign countries. 

(3) Those who satisfy both 1) and 2) and have obtained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Level 3 or above 

※ Students who do not have TOPIK leve 3 should refer to 3. 

Required documents .

2. Academic Units for Admission & Number to be Admitted

The academic units for admission and the number to be admitted are subject to change according to the 

adjustmen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Such changes shall be announced on PNU 

web site (http://go.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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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History 
Department of Philosophy Department of Archaeology 

Social Sciences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Soci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Department of Library Archive and Information Studies
Department of Communic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Economics & 
International 
Business 

Department of Trade 
Division of Economics 
Department of Tourism and Convention 
Department of Global Studies 
Department of Public Policy & Management

Natural 
Sciences

Natural 
Sciences

Department of Mathematics Department of Statistics
Department of Physics Department of Chemistry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Department of Microbiology 
Department of Molecular Biology 
Department of Geological Sciences 
Department of Atmospheric Environmental Sciences
Department of Ocean System Sciences

a 
few

Engineering

Division of Mechanical Engineering 
Department of Polymer Science and Engineering  
Department of Organic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Division of Chemical and Biochemical Engineering  
Division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Division of Electrical Engineering 
Division of Computer Sciences & Engineering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Department of Aerospace Engineering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Division of Civil and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Nursing Department of Nursing 

Human 
Ecology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Departmen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Mirya
ng
Campu
s
※

Nano 
Science 
and  
Tech
nology

Department of Nanomaterials Engineering 
Department of Nanomechatronics Engineering
Department of Nanomedical Engineering 
Department of Nanofusion Engineering 

Natura
l
Resour
ces 
& 
Life 
Science
s 

Department of Plant Bioscience 
Department of Horticultural Bioscience
Department of Animal Science  
Department of Food Science & Technology 
Department of Life Science & Environmental Biochemistry 
Department of Biomaterial Science Department of 
Bio-Industrial Machinery Engineering Department of Applied 
Information Technology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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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Bioenvironmental Energy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rts
/
Sports

Arts

Department of Music 
Department of Fine Arts 
Department of Formative Arts 
Department of Korean Music 
Department of Dance Department of Design  
Department of Art Culture and Image

- Division of Sport Science

※ The students at the College of Nano Science and Technology have classes in 

Busan(Jangjeon) campus for their first two years and then for the rest of two years 

in Miryang campus while the students at the College of Natural Resources & Life 

Sciences have all the classes for four years in Miryang campus.

3. Required Documents

(1) An application Form [Form 1]

(2) A certificate of TOPIK Level 3 or above  

     ※ The certificate has to be submitted by February 11, 2013.

     ※ Those who cannot obtain TOPIK level 3 by the end of February 

2013 will be conditionally admitted and should take Korean 

language courses for six months or a year more. If they fail to 

obtain a required TOPIK level after additional language courses, 

they will be disqualified for the admission and the scholarship as 

well.

(3) A Personal Statement and Study Plan [Form 2]

(4) Those who apply for  Department of Design are required to submit 

Portfolio (artistic photographs in free style) 

(5) Supplementary materials (certificates that prove foreign language 

ability, awards, high school brochure etc.)

(6) Notice

① KGSP students who were recommended by universities have to 

apply to the designated departments or majors. Otherwise they 

will be disqualified for the scholarship.

② When documents were issued in foreign countries, the original 

should be submitted. If it is unavailable on applying however 

you are allowed to submit copied documents autho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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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mbassy(or consulate). Original documents should be 

submitted after the announcement of successful candidates.

③ Application form and personal statement and study plan should 

be filled out in Korean or in English. 

④ Documents that are not in Korean or in English must be 

submitted with a notarized Korean or English translation.

⑤ Successful candidates should submit their school certificates 

(transcripts diplomas etc.) authorized by Apostille certificates or  

from Korean consulate  to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at 

PNU before the start of the semester. 

⑥ Applicants may be requested to submit additional documents not 

mentioned above.

4. Admissions Criteria

(1) Admission is decided based on document screening only.

① Admissions committee selects successful candidates by the 

overall evaluation based on the submitted documents.

5. Application Fee : free

6. Notice for Applicants 

(1) Submitted documents shall not be returned and the department 

and major cannot be changed after applying.

(2) All notices during the application period (including the announcement 

of successful candidates) shall be updated on PNU web site 

(http://go.pusan.ac.kr)

(3) Applicants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of disadvantage (including 

cancellation of admission) caused by errors or omissions in the 

documents, failure to following the requirements indicated in the 

admission guide, contact failure by wrong address, failure to 

check the admission result, failure to  necessary procedures  to 

enter Korea etc.

(4) If the applicant gained admission in an illegal way such as forgery 

or alteration of the documents or translation errors of the 



- 253 -

documents and such a fact was found while at school or after 

graduation the admission shall be cancelled and all the academic 

records shall be erased when the applicant already graduated. 

(5) Students are able to enroll only one university. Otherwise they 

are disqualified for admission.

(6) Matters that are not included in this guide will be dealt with the 

admission procedures and regulations of the university.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PNU web site (http://go.pusan.ac.kr) or 

contact with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Tel: +82-51-510-3854). 

Ⅲ. Contact Information

1. Address: Geumjeong-gu Busan 609-735 Korea Office of 

International Services(Bldg. 202) Pusan National University

2. Phone: +82-51-510-3854 / Fax: +82-51-510-3851

3. E-mail: services@pusan.ac.kr

4. Home page: PNU  www.pusan.ac.kr

               PNU Amission  http://.go.pusan.ac.kr

               PNU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http://.international.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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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강 대 학 교

☞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 사이트: http://admission.sogang.ac.kr

1. 대학 소개

(1) 서강 설립 과정과 장점

1948년 9월 한국가톨릭교회 발의와 교황 비오 12세의 윤허로 대한민국의 

고등교육기관 창립이 기획되어, 예수회원 T. Geppert 신부가 방한하여 서

울 도심 인근 신촌에 예수회 대학을 설립할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마침

내 1960년, 서울에 흐르는 한강의 서쪽이라는 뜻을 지닌 서강(西江)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최초의 예수회 대학으로 개교한 서강대학교는 6개학과 158

명의 신입생으로 시작되었다. 개교 당시부터 국제화된 커리큘럼과 학생당 

최적의 교수비율 등으로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1966년 

경향교육상 수상을 통해 국내 최우수 모범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1966

년 국내최초 교수안식년제 도입, 1968년 대학최초 전자계산소 설치, 1970

년 대학공연장인 메리홀(Mary Hall) 및 1974년 완전개가식체제의 로욜라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새로운 대학문화를 만들어왔으며 혁신적인 대학 교육

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서강대학교는 8개 학부 및 11개 대학원의 총 11,964명 재적생을 두

고 있으며 국제화 교육의 일환으로 전세계 210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2) 서강의 위상 

50년 역사를 통해 서강대학교는 대한민국의 명문 대학으로 자리잡았으며, 

오늘날 상위권 수험생들이 선망하는 주요대학 중 하나이다. 또한 교육과학

기술부가 2009년 발표한 4년제 종합대학 정규직 취업률조사에서 1위를 차

지하였으며, 영국 QS주관 아시아 대학평가 졸업생 평판도 부문 평가에서 

국내 사립대학 1위의 영예를 안았다. 현재 재임중인 이종욱 총장은 2010년 

4월 학교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Vision 2035를 선포하였으며, 2011년

에는 일본 도쿄 소피아 대학과의 정기 스포츠 문화 페스티벌인 제2회 

SOFEX가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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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단위 및 전공

계열 학  부 모집단위 전   공

인문

국제인문학부

인 문 계

국어국문학전공

사 학 전 공

철 학 전 공

종교학전공

영미문화계
영미어문전공

미국문화전공

EU문화계
독일문화전공

프랑스문화전공

동아시아문화계
중국문화전공

일본문화전공

사회과학부 사회과학계

사회학전공

정치외교학전공

심리학전공

경제학부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커뮤니케이션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신문방송학전공

인문․
자연

지식융합학부
국제한국학계 국제한국학전공

아트&테크놀로지계 아트&테크놀로지전공

자연

자연과학부 자연과학부

수 학 전 공

물리학전공

화 학 전 공

생명과학전공

공  학  부

전자공학계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계 컴퓨터공학전공

화공생명공학계 화공생명공학전공

기계공학계 기계공학전공

※ 아트&테크놀로지계는 지원할 수 없음

※ 국제한국학계는 영어강의로 진행됨

※ 지원은 모집단위 기준이며 합격자는 2학년 진학시 모집단위 속에서 자유롭게 

전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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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4. 전형방법

아래의 방법에 의해 전 모집단위 통합 총점 성적순으로 선발함

- 서류 : 자기소개서, 추천서, 고등학교 성적 및 기타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 : 한국어로 진행되는 일반면접

5.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3.5cmX4.5cm 

사진 2매 포함) 1부

(2)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본교 소정양식.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

운로드) 1부

(3) 추천서 1부

(4) 고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5) 국적증명서(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가능) 1부 

※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추천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가능

※ 추천서는 정부초청장학생 선발시 사용한 추천서

※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를 제외한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

6. 기타 유의사항

(1) 입학원서 작성 유의사항

① 모든 사항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재사항 착

오, 오기 및 제출서류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

임입니다. 

② 입학원서 제출 후에는 지원 철회, 지원 모집단위 변경 등이 일체 불가능하

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외국인 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는 아래의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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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90년생 3월 1일인 남자(여자)의 경우 : 900301-1(2)000000)

④ 입학원서의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 (3.5cm X 4.5cm)

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⑤ 전형기간 중 연락처는 수험생과 가장 빨리 연락될 수 있는 곳으로 국내 연

락처와 주소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를 잘못하였거나 연락 두절

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⑥ 지원자는 연락처의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우리대학교 입학처(02-705-8621)

로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다.

(2) 수험생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의 제출 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추

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입학원서 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합격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재학 중인 학생이라도 부정한 방법

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합니다.

③ 입학전형 성적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크게 부족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우리대학교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입학전형 성적 및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⑤ 이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교의 신입생 입학사정 원칙

에 따릅니다.

(3) 기숙사 안내

① 곤자가국제학사 : 지하 3층, 지상 12층으로 2008년에 개관하여 최첨단 

관리시스템과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2인실)

② 벨라르미노학사 : 지하 1층, 지상 9층으로 쾌적한 환경과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4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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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ang University

☞ Address: #1 Sinsu-dong, Mapo-gu, Seoul 121-742, South Korea

☞ Website: http://admission.sogang.ac.kr

1. Introduction

(1) Establishment of the First Jesuit college in South Korea

With the initiative of Korean Catholic Church in September 1948, 

Roman Pope Pius XII assured to establish the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Consequently, German Father T. Geppert, 

who is one of the Society of Jesus members, came to Korea and 

tried to establish a Jesuit college in Sinchon area nearby downtown 

Seoul. Finally in 1960, the very first Jesuit College in Korea named 

Sogang which literally means “Western Part of the Han river in 

Seoul” opened with 158 students in 6 departments. At that time, 

Sogang became a symbol of innovative college education and 

showed such a new paradigm to Korea, due to its fully westernized 

curriculum, ideal ratio on the number of professors per student and 

superior school facilities. As a result, Sogang was designated into 

‘the most outstanding role model among Korean schools’ by 

Kyunghwang Daily in 1966. From the beginning, Sogang also 

attempted to lead college culture and academic systems in various 

ways, firstly adopting a sabbatical year system in 1966 and opening 

the earliest academic facilities in Korea such as computer center in 

1968, indoor college performing arts hall in 1970, and open-access 

library in 1974. Today Sogang comprises 8 colleges and 11 graduate 

schools, with a student body of over 11,946 at the undergraduate, 

masters and doctoral levels. In addition, as a part of efforts for 

globalization, the educational exchange program has been concluded 

with more than 210 foreign universities worldwide. 

(2) Present Status of Sogang

Throughout its 50-year history, Sogang University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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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Department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Humanities and 

International 

Cultures

Humanities

Korea Language 

& 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Religious Studies

English & Amerian 

Culture

English Literature 

& Linguistics

American Culture

EU Culture
German Culture

French Culture

East Asian Culture
Chinese Culture

Japanese Culture

Social Science Social Science

Sociology

Political Science

psychology 

Economics Economics Economics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Communication Communication Mass Communication

regarded as one of renowned universities by the general public and 

recruits top-notch high school students as a member of the major 

private universities, which group collectively introduces their 

admission policies even influencing the national criteria. 

Furthermore,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nounced that Sogang was ranked the First in Korea, 

based on the number of recruited graduates from 4-year University 

in 2009. According to the Graduates’ reputation ranking on Asian 

Universities by Quacquarelli Symonds in United Kingdom, Sogang 

was ranked the First among South Korean Private Universities. Dr. 

Jongwook Lee, the current president of the university, started a 

scheme April 2010, named the "Vision 2035”. In 2011, SOFEX, 

student exchanges with Sophia University of Tokyo, Japan will be 

held in Japan.

2. Departments and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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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ties

and

Nature

Interdisciplinary

Studies

Korean Studies 

in English
Korean Studies in English

Art & 

Technology
Art & Technology

Nature

Natural 

Sciences

Natural 

Sciences

Mathematics

Physics

Chemistry

Life Science

Engineer ing

Electronic 

Engineering
Electronic Engineering

Computer 

Engineering
Computer Engineering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 Applicants can not apply to Art & Technology.

※ The course of Korean Studies in English is lectured in English.

※ Applicants can select their major during the second year according to 

the department.

3. Application Criteria

 Applicants who graduate from high school by February 28, 2012(or 

Expected to Graduate or its equivalent) and are KGSP scholars 

4. Method of Selection

Sogang University makes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each applicant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his or her academic achievements and 

potential as well as non-academic accomplishments. 

- Documents: personal statement, letter of recommendation, high 

school academic transcript and other documents

- Interview: Interview conducted in Korean

5. Required documents

a. Completed Application Form

 (Please use the official form that can be downloaded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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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page of the Office of Admissions. Please affix two colour 

photographs of size 3.5 cm x 4.5 cm.)

b. Personal Statement and Academic Plan

 (Please use the official form that can be downloaded from the 

homepage of the Office of Admissions.)

c. Reference 

d. High School Graduation Certificate and High School Transcript

e. A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or photocopy of Passport 

※ Personal Statement, Academic Plan and Reference can be prepared 

either in English or Korean. 

※ The reference means by the recommendation letter for KGSP award.

※ Photocopy of any required documents is applicable except Application 

Form, Personal Statement and Academic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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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수 험 번 호
Candidate No.

입 학 원 서

   
      총장 귀하

접  수  인

                        Application for Undergraduate Admission

▣ 지원자 인적사항 (Applicant's Personal Data)

성      명

Name

한   글
Korean

성 국   적
Nationality

사   진

Attach Recent Photo

(3.5㎝ * 4.5㎝)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이름

영   문
English

Family
name 성   별

Gender

남  ⁃  여
M       Fgiven

name

외국인등록번호
Foreigner ID

-

출 신 고 교
High School

       년     월                고등학교(졸업예정/
졸업)
          (yy/mm)                 (Expected to 
graduate/Graduated)

출 신 대 학
University

       년     월           대학교      학년      (수료/졸업예정/졸업)
         (yy/mm     (University)  (year)  (completion/Expected to graduate/Graduated)

지      원
모 집 단 위
Applying Unit

         

현  주  소
Mailing Address

 (     -     )

E-mail                        @

연  락  처
Contact info

전화번호
Phone No.

 -       -  
휴대폰

Mobile Phone 
No.

       -       -      

 한국어 연수대학
 (Attending University for Korean language learning)

University

위 기재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I comfirm that the information given on this form is true, complete and 

accurate.

   2011년       월        일

                           yyyy      mm       dd

                           지원자 :                (인)          

                          Applicant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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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 자기소개서 Personal Statement

   - 출신학교(초 • 중 • 고) 사항 기재

학년
Grade

학   교   명
School

국  가
Nati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출신학교 외에 자기소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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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계획서 Academic Plan

위 기재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1.   .   .   

                                           지원자  _____________________(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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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대 학 교

☞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 사이트: (Kor) http://admission.snu.ac.kr  / (Eng) http://www.useoul.edu 

I. 대학소개

1. The Times Higher Education (세계대학평가) - 세계 47위 대학

- 산업화시대부터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이르기까지 한국 성장의 동력이 된 

서울대학교의 연구력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고 찬사를 보낼 정도로 최고의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각종 국가지원 연구센터와 단과대학 별로 거미줄

처럼 포진되어 있는 연구소, 교수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 

등은 한국의 발전과 세계화 전진기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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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I 논문 발표 수 - 세계 24위

3. 글로벌 CEO 배출 - 세계 5위

- 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 CEO를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배출한 대학

※ 자료제공: Ecole des Maines de Paris - MINES Paris Tech, 'International 

Professional Ranking of Worl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2009

Ⅱ. 모집요강

1. 모집단위

  - 학사과정 신입: “부록1” 참조

2. 지원서류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제 출 서 류 명 구분 비 고

1. 입학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추

천서 등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지정한 제출서

류 전체

필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정한 양식 사용

2. 작품사진 또는 성과물  주1) 해당자  

3. 전형참고자료(아래 ‘3’항의 참고사항 참조) 선택

 주1) 미술대학, 음악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 지원자에 한함.

3. 참고사항

    - 학사과정 지원자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취득한 각종 시험성적이나 

수상 경력에 대한 입증서류와  출신 고등학교 소개자료(School Profile 

등)를 제출하면 서류평가에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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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 특별전형 담당자 (우편번호 : 151-742)

  ∙ 전화(Phone) : +82-2-880-6971/2055       ∙Fax : +82-2-873-5021

  ∙ E-mail : snuadmit@snu.ac.kr 

  ∙ Home Page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 http://admission.snu.ac.kr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영문 홈페이지 http://www.useoul.edu 

① 해당 국가의 고등학교 졸업학력고사, 대학진학평가 성적증명서

   예) 영국 GCE A-Level,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 중국 전국통일입학시

험, 독일 Abitur, 프랑스 Baccalaureate 및 기타국가의 국가수준 

고등학교 졸업시험결과

② 표준학력시험 결과 및 학력관련 시험 결과

   예) IB Diploma, IB certificate, AP, SAT, AICE, AEA 등 

③ 심화 교육과정 이수 내용 : AP, IB, Honors 등

④ 기타 고등학교로부터의 공식적인 증명자료(Official Letter 등)를 통해 

재학생 중 석차나 퍼센트 등위(성적표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 또는 기

타 지원자의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 서류평가에

서 고려됩니다.

⑤ 어학능력 입증자료

   예) 한국어능력시험(TOPIK, KLPT), TEPS, TOEFL, IELTS, TOEIC, 

HSK, JLPT, DELF/DALF, ZD, DELE 등

⑥ 출신 고등학교 소개자료 : 재학 고등학교에 대한 소개 자료(School 

Profile)나 기타 공식자료(고등학교나 해당국가 교육담당기관 등으로부

터의 자료)로서, 출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심화과정 제공현황, 재

학생 수, 재학생 교내성적분포, 재학생 표준시험성적 평균 및 분포, 출

신학교 입학방법(선발/배정/선택 등), 재학생 대학진학률 및 진학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 합니다.

4.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추천서, 성적증명서, 성과물 

등을 기초로 학업성취도, 전공적성, 어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합니다. 단, 예술․체육 계열의 경우 지원 모집단위의 결정에 따라 면

접, 필답고사 및 실기고사 등을 병행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 사

항은 해당 모집단위에서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Ⅲ. 입학본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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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원자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

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사본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서류 발급기관 등의 원본대조 확인(원

본대조필)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원 시 제출한 서류 및 기록물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제출서류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

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모두 취소합니다.

(5) 입학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6) 입학지원서 입력 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칙적으로 지원서류 제출 후

에는 지원사항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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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학사과정 신입 모집단위

모  집  단  위 학과(부)․전공

인 문 대 학
인 문 계 열 1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서어서문학과, 언어학과,

인 문 계 열 2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미학과, 
고고미술사학과(고고학전공, 미술사학전공)

사 회 과 학
대 학

사 회 과 학 계 열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외교학전공), 경제학부, 사회학과,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언론정보학과

인 류 · 지 리 학 과 군 인류학과, 지리학과

자 연 과 학
대 학

수리과학부․통계학과군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물 리 ․ 천 문 학 부 물리학전공, 천문학전공

화 학 부

단일학부로 별도의 전공 배정 없음생 명 과 학 부

지 구 환 경 과 학 부

간 호 대 학 단일학과(간호학과)로 별도의 전공 배정 없음

경 영 대 학 단일학과(경영학과)로 별도의 전공 배정 없음

공 과 대 학

건 설 환 경 공 학 부

단일학부로 별도의 전공 배정 없음

기 계 항 공 공 학 부

재 료 공 학 부

전 기 공 학 부

컴 퓨 터 공 학 부

화 학 생 물 공 학 부  

공 학 계 열
건축학과 건축공학전공, 산업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원자핵
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농 업 생 명
과 학 대 학

농  경  제  사  회  학  부 농업․자원경제학전공, 지역정보전공

식 물 생 산 ․ 산 림 과 학 부 군
식물생산과학부(작물생명과학전공, 원예과학전공, 산업인력개발
학전공), 산림과학부(산림환경학전공, 환경재료과학전공)

농  생  명  공  학  계  열
응용생물화학부(응용생명화학전공, 응용생물학전공),
식품․동물생명공학부(식품생명공학전공, 동물생명공학전공)

바이오시스템 ․ 조경학계열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바이오소재공학
전공),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조경학전공, 지역시스템공학전공)

미 술 대 학

디 자 인 학 부(공 예)

학과 또는 전공별 모집에 따라 별도의 전공 배정 없음

디 자 인 학 부(디 자 인)

동 양 화 과

서 양 화 과

조 소 과

사 범 대 학

교 육 학 과

단일학과로 별도의 전공 배정 없음윤 리 교 육 과

국 어 교 육 과

외 국 어 교 육 계 열 영어교육과, 불어교육과, 독어교육과

사 회 교 육 계 열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수 학 교 육 과 단일학과로 별도의 전공 배정 없음

과 학 교 육 계 열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체 육 교 육 과 단일학과로 별도의 전공 배정 없음

생 활 과 학
대 학

소 비 자 아 동 학 부 소비자학전공, 가족아동학전공

식 품 영 양 학 과
단일학과로 별도의 전공 배정 없음

의 류 학 과

음 악 대 학

성 악 과

학과 또는 전공별 모집에 따라 별도의 전공 배정 없음
작곡과(전공 : 작곡, 지휘, 이론)

기악과(전공 : 피아노, 현악, 관악)

국악과(전공: 기악, 이론, 작곡, 성악)

자유전공
학부

인 문 계 열

자 연 계 열

※ 학사조직 개편으로 학과(부), 전공의 명칭 변경 및 통․폐합, 분리 등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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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 Address: 1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 Website: http://admission.snu.ac.kr (Kor) / http://www.useoul.edu (Eng)

Ⅰ. SNU in the World

1. 47th IN THE WORLD

-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continuing leader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is committed to becoming a global institution. 

The University’s scientific and academic competence has been 

internationally recognized. The Times Higher Education ranked 

Seoul National University 47th in 2009, up from 50th in 2008. SNU 

was also recognized as a world-class university in rankings by subjects.

2. Global Leader in Research

- SNU has made numerous contributions to scientific research, especially 

in IT, BT, and NT technologies. As of 2007, it ranks 24th in the Science 

Citation Index, the worldwide standard for assessing research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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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ducing Leaders in Global Business

  - Seoul National University has produced many leaders in world 

business. According to the Professional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conducted by the Ecole des Mines de Paris - MINES 

ParisTech, it ranks 5th in terms of the number of CEO-position 

alumni in the world’s 500 leading companies, testifying to the 

efficiency of SNU’s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s.

  ※ Source: Ecole des Mines de Paris - MINES ParisTech, ‘Professional 

Classifica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2009

Ⅱ. Admission Guide

1. Programs offered : Refer to the "Appendix 1" 

2. Required documents

Required documents Note

① KGSP Application documents designated by 

NIIED (ex: Personal data, Self introduction, 

Study plan, Letter of recommendation, etc.)

※ Please use the 

official forms issued 

by NIIED 

② Additional materials for applicants to 

programs in the Fine Arts,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portfolios, videotapes, 

CDs, tapes, or other indicators of artistic 

or athletic ability)

※ Applicants to 

programs in the Fine 

Arts,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ONLY.

③ Supplementary documents
※ Refer to the 

explanation below

3. Supplementary Materials

1) Records of tests and various awards attained in high school will be 

considered in the admissions decision if submitted.

- The relevant country's qualifying test for high school graduation 

or university admission test: British GCE A-Level, Japanese 

Admission Center Exam, Chinese Unified Exam, German Abitur, 

French Baccalaureat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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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ized tests and other indicators of academic achievement: 

IB Diploma, IB Certificate, AP, SAT, AICE, AEA, etc.

- Records of accelerated and rigorous coursework: AP, IB, Honors, etc.

- Official letter or other document by the high school that indicates 

the applicant's class rank or percentile (if not stated in 

applicant's academic transcript)

- Proof of language proficiency: Korean Proficiency Test (TOPIK , 

KLPT), TEPS, TOEFL, IELTS, TOEIC, HSK, JLPT, DELF/DALF, 

ZD, DELE etc.

2) Official school introduction/profile(s) published by the applicant's 

high school or the government education ministry will be considered 

in the admissions decision.  The introductory document may include 

information on the high school's curriculum, availability of 

accelerated and rigorous academic tracks, size of student body, 

grade distribution of enrolled students, distribution of standardized 

test performance, student selection process (admissions requirements, 

etc.), ratio of students entering higher institutions and the quality 

of relevant institutions.

4. Admissions Criteria

Admissions decisions are based on the candidate's academic achievements 

and potential, as well as his or her personal accomplishments.

The admissions committee reviews a number of factors  records of past 

studies (such as grade point average or GPA), the study plan, personal 

statement, and letters of recommendation.  Other achievement records 

and specific qualifications such as language proficiency are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candidate's application is reviewed in the 

context of the level of studies completed, quality of achievement, and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s attended.  Finally, the appropriateness of 

the applicant's academic goals and suitability of preparation for the 

proposed program of studies are assessed.

Interviews, examinations, and/or additional documents may be required 

from the applicant, based on the policy of the specific college or 

department.  IF the applicant is applying to the College of Fin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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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llege of Music or th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applicant will be notified individually as necessary.

Ⅲ. Contact Information

  Office of Admissions 

- Website : (Korean) http://admission.snu.ac.kr // (English) http://www.useoul.edu

- Email address : snuadmit@snu.ac.kr

- Telephone : +82-2-880-6971/2055   - Fax : +82-2-873-5021

- Mailing Address :

2011 Undergraduate KGSP, Office of Admiss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Ⅳ. Important Notes for All Applicants

(1) All documents should be in English or Korean.  Documents in another 

language should be accompanied by a notarized English or Korean 

translation.

(2) Original documents should be submitted.  Should they be unavailable, 

however, copies must be authorized by the originating institution 

before they are submitted.

(3) Be sure to make and keep photocopies of all completed forms. Submitted 

documents become property of SNU and will not be returned to 

the applicants.

(4) If any of the submitted materials contain false information, admission 

may be rescinded.

(5) Detailed account of individual admissions decision for each applicant 

cannot be disclosed.

(6) Please be sure that, in principle, any modification or cancellation will 

not be accepted after submitting the application and applicants 

should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any disadvantages due to the 

mistakes or omissions on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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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 Unit Major

College of 
Humanities

Humanities Unit Ⅰ
Korean Language & Literature, Chinese Language 
&Literatur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French 
Language & Literature, German Language & 
Literature, Russian Language & Literature, Hispanic 
Language & Literature, Linguistics

Humanities Unit Ⅱ
Korean History, Asian History, Western 
HistoryPhilosophy, Religious Studies, Aesthetics, 
Archaeology and Art History(Archaeology major, Art 
Historymajor)

College of 
Social Sciences

Social Sciences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Economics, Sociology, Psychology, Social Welfare, 
Communication

Anthropology /Group Anthropology, Geography

College of 
Natural 

Sciences

Mathematics / Statistics Mathematical Sciences, Statistics
Physics & Astronomy Physics, Astronomy

Chemistry Chemistry
Biological Sciences Biological Sciences

Earth & Environmental 
Sciences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College of Nursing Nursing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College of 
Engineering

Mechanical & Aerospace 
Engineering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School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Appendix 1: Programs Offered for Admission

Shown below are the programs offered for admission for each category 

of applicants. Please refer to the appropriate list.

Programs Offered for Admission >>> Undergraduate Freshman Applicants

☑ Undergraduate freshman applicants should apply to the desired 

college & unit as listed below. 

☑ Students select their majors according to regulations after completing 

the first or second year. 

☑ Names of departments and programs are subject to slight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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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Group
Program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Industrial 
Engineering; Nuclear Engineering;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Agricultural Economics & 
Rural Development Agricultural Economics; Regional Information

Plant-Forest Sciences 
Unit

Plant Science (Crop Science and Biotechnology, 
Horticultural Science; Vocational Educ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est Sciences (Forest 
Environmental Science; Environmental Materials 
Science)

Agricultural 
Biotechnology Unit

Applied Biology and Chemistry (Applied Life 
Chemistry; Applied Biology); Food and Animal 
Biotechnology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Animal Science and Biotechnology)

Biosystems Landscape 
Architecture Unit

Biosystems & Bio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Biosystems Engineering; Biomaterials Engineering);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 Engineering 
(Landscape Architecture; Rural System Engineering)

College of Fine

Crafts and Design Crafts; Design
Oriental Painting Oriental Painting

Painting Painting
Sculpture Sculpture

College of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Ethics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eign Language 
Education Group

English Language Education; German Language 
Education; French Language Education 

Social Sciences 
Education Group

Social Studies Education; History Education; 
Geography Education

Mathematics Education Mathematics Education
Sciences Education 

Group
Physics Education; Chemistry Education; Biology 
Education; Earth Science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College of 
Human Ecology

Consumer and Child 
Studies Consumer Studies ; Family & Child Studies

Clothing & Textiles Clothing & Textiles
Food and Nutrition Food and Nutrition

College of 
Music

Vocal Music Vocal Music
Composition Composition Major, Theory Major

Instrumental Music Piano, Strings, Woodwind/Brass
Korean Music Instrumental, Theory, Composition, Vocal

College of 
Liberal Studies

Humanities & Social 
Sciences) Humanities & Social Sciences)

Science & Engineering Science &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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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문 대 학 교   

☞ 주  소: (아산캠퍼스) 336-708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00

☞ 사이트: Http://www.sunmoon.ac.kr

I. 대학소개

1. 연혁

1972. 통일신학교개교

1983. 학교법인 성화학원 설립인가

1986. 성화신학교 개교

1992. 종합대학교 승격(성화대학교)

1994. ‘선문대학교’로 교명 변경

2000. 대학종합평가 최우수, 상위 3개 대학에 선정

2004. 국제화대학 국내 1위 (중앙일보 전국대학평가)

2005. 111개 사립대 질적평가 부문 A등급(한국사학진흥재단)

2006. 전국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으로 선정(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7.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선정(산업자원부)

2010. 2년 연속 외국인학생 비율 국내1위, 아시아13위(조선일보, 영국 QS)

      국내 최대시설의 기숙사준공(수용율 전국 4위)

2. 특성

(1) 국제화 부문 우수대학

2009, 2010 조선일보와 영국의 평가기관 QS 외국인 학생비율

→ 국내 106개 대학 중 1위, 아시아 대학 중 13위

(2) 국제화 교육기반 네트워크 프로그램 

→ 전 세계 39개국 115개 자매대학과 교류협정체결

2. 모집요강

1. 모집학과

(1) 모집인원 : 제한없음

(2) 모집단위 및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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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모집단위 개설전공

인문

계열

국어국문학과

역사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영어학과

중어중국학과

일어일본학과

노어러시아학과

스페인어중남미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야)

경영학부

경영학

경영회계

서비스경영

IT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산업심리학과

언론광고학부
신문방송학

광고홍보학

법학과

경찰행정법학과

국제경제통상학부
국제경제

국제통상

국제관계학과  

동북아학과

국제레저관광학과

한국언어문화학과

통일신학과  

순결가정문화학과

계열 모집단위 개설전공

자연
계열

의생명과학과

수산생명의학과

식품과학과

제약공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응급구조학과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하이브리드공학과

건축학부
건축공학

(4년제)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기초과학부
정보수학

나노화학

예체능
계열

스포츠과학부
사회체육

스포츠보건

무도경찰경호학부
무도교육

경찰경호

시각디자인학과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은 지원 할 수 없음

* 법학과와 경찰행정법학과는 천안캠퍼스, 이외의 학과는 아산캠퍼스 소재

2. 제출서류

  - 한국어, 영어 또는 일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2)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3)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종합기록표(본교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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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학계획서(본교양식) - 한국어로 작성(영어로 작성시 감점)

   (6) 학적조회동의서(본교양식)

   (7) 대학민국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증명서

3.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단위별
전형방법

총점
수학계획서

전모집단위 100 100

(2) 수학계획서 : 본교 소정 양식의 수학계획서를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

하여 제출 

3. 업무담당자 연락처

1. 정부초청장학생 학부과정 선발 : 국제교류교육처 교류협력팀

(1) 주소 : (336-708)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00번지 선문대학교

(2) 연락처 : 041-530-2072 (FAX. 041-530-2075)

2. 입학업무총괄 : 입학관리처 입학관리팀

  (1) 주소 : (336-708)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00번지 선문대학교

  (2) 연락처 : 041-530-2034 (FAX. 041-530-2976)

4. 기타 공지사항

1. 기숙사

(1) 생활관 현황

아산캠퍼스

구  분 호실수 수용인원 동 시설내용

남자동 547 1,680 5 2인실, 3인실, 4인실

여자동 549 1,404 3 2인실, 3인실, 4인실

계 1,096 3,084 8

천안캠퍼스

구  분 호실수 수용인원 동 시설내용

남자동 74 296 1 2인실, 4인실

여자동 74 296 1 2인실, 4인실

계 148 59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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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환관 편의시설

구  분 호실내 건물내

2인실 책상, 침대, 옷장, 샤워실, 화장실, 냉․난방, LAN설치
샤워실, 화장실, 세탁실, 

독서실

세미나실

3인실 책상, 침대, 옷장, 냉․난방, LAN설치

4인실 책상, 침대, 옷장, 냉․난방, LAN설치

구  분 건물내 야외시설

복지

시설

헬스장, 구내매점, 탁구장, 휴게실(TV설치), 북카페, 

제과점, 빨래방, 택배실, 대강당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야외헬스장, 자전거 보관소

(3) 생활관비(2011학년도 1학기 기준)

구분 관리비 식비 보증금 자치회비 계

신축
2인실 740,000

303,600

✓1식 2300원

✓주 9식(월 ~목 아침․저녁, 금요일 

아침)

✓평일 점심과 주말은 모두 매식   

20,000 6,000

1,059,600

3인실 600,000 919,600

기존

2인실 638,000 957,600

3인실 520,000 839,600

4인실 440,000 759,600

(4) 선발기준 : 외국인 유학생 전원 입주 가능

(5) 제출서류

① 입주신청서 1부 (생활관 홈페이지(http://dorm.sunmoon.ac.kr/입주신

청에서 작성)

② 건강진단서 1부 (간염, 피부염, 결핵, 성병, 기타 전염질병) 

      ※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검진결과표를 입주직전 생활관에 제출

(6) 문의사항 : 성화학숙 / 전화 041-530-8504~5/ FAX 041-530-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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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Moon University   

☞ Address: 336-708 #100, Kalsan-ri, Tangjeong-myeon, Asan-si, Chungnam, Korea

☞ Website: Http://www.sunmoon.ac.kr 

I. Introduction

1. History

1972. Unification Theology College officially opened

1983. Approval for the establishment of Sung Hwa Educational Foundation

1986. Sung Hwa Theology School opened

1992. Sung Hwa College was upgraded and recognized officially as 

Sung Hwa University 

1994. Changed to Sun Moon University

2000. Selected as one of the three best universities in the Comprehensive 

National University Evaluation.

2004. Ranked 1st as the Most Internationalized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Evaluation, Joongang Daily)

2005. Got Grade 'A' at 111 Private Universities Quality Evaluation 

(Korean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Schools)

2006. Selected as the 'Excellent University' in the Comprehensive 

National University Evaluation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07. Selected in Engineering Education Innovation Center Support 

Program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Resources)

2010. Ranked top, two years in a row, in the percentage of in-bound 

international students. Ranked 13th in Asia(Chosun Daily, QS of UK)

      Completed the largest dormitory in Korea No. 4 accommodation 

rate in Korea.

2. Specialization

(1) Ranked 1st place among 106 Universities in Korea, and 13th place 

among universities in Asia for the most Internation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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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Location)
College Unit Department 

ChungNam

(Asan)

College of 

Theology 

and Pure Love

Department of Unification Theology

Department of Pure Love in the Family

College of 

Humanities

And Foreign 

Languages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ept. of History

Dept. of Culture and Contents

Dept. of Visual Design

Division of English

Dept. of Chinese Language and Chinese Studies

Dept. of Japanese Language and 

Japanese Studies

Dept. of Russian Language and Russian Studies

Dept. of Spanish and Latin American Studies

College of

Social 

Sciences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Management

Business Accountancy

Service management

 Dept. of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Dept. of Social Welfare

Dept. of Counseling and Industrial Psychology 

Division of Media 

Advertisement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College of 

International 

Peace

Division of 

International 

Economics and 

Trade

International economic

International trade

This is a ranking reviewed by QS Asian University Rankings 

2009, 2010.

(2) International Education Network 

→ 115 Partnership Universities in 39 countries around the world.

2. Admission Guidance

1. Undergraduate Courses

(1) Capacity : no limited

(2) Academic Colleges



- 282 -

Dept. of International Relations

 Dept. of North Asian Studies

Dept. of Global Leisure & Tourism

 Dept.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College of 

Health Science

Dept. of Biomedical Science

Dept. of Aquatic Life and Medical Sciences

Dept. of Food Science

Dept.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Division of 

Sports Science

Exercise and Leisure Science

Sport Health Studies

Division of 

International 

Martial Arts and 

Guard Studies

International Martial Arts Education

Police Guard & Martial Arts

Dept. of Nursing Science

Dept. of Physical Therapy

Dept. of Dental Hygiene

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College of

Engineering

Dept. of Mechanical Engineering

Dept. of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Dept. of Chemical and Biochemical Engineering

Dept. of Industrial Management Engineering

Dept. of Civil Engineering

Dep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Dept. of Hybrid Engineering

 Division of 

Architecture

Architecture

Architectural Engineering

Dept. of Electronic Engineering

Dep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Division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Dept. of Information Display

Division of Basic 

Science

Information Mathematics

Nano-chemistry

Dept. of Electronic materials Engineering 

ChungNam

(Cheon-An

)

College of Law

Department of Law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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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quired Documents

All documents in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Japanese or Korean must be 

translated into English and notarized as official copies by the embassy of the 

applicant's country in Korea or by a Korean consulate or embassy in the 

applicant's country

   (1) Application Form(completed and submitted after provided by the 

university)

   (2) High school graduation (expected graduation) certificate.

   (3) High schools academic records certificate. 

   (4) Student Information Form (provided by university)

   (5) Study Plan (provided by university) - Applicants should write 

this (7)in Korean.

   (6) Document permitting contact and obtain reference from school 

register(provided by university)

   (7) Certificate of Scholarship for the KGSP International Student

3. Examination Subjects and Score Distribution

(1) Score distribution for each examination subject

Selection Unit
Screening Methods

Total
Study Plan

All Selection Units 100 100

(2) Study Plan : Please summit the study plan(in the form prescribed 

by the university) in Korean or English.

3. Application Office Information

1.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Offi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ducation

(1) Add : #100 Galsan-ri, Tangjeong-myeon, Asan-si, Chungnam, 

South Korea, 336-708

(2) Tel : 041-530-2072 (FAX. 041-530-2075)

2. Department of Admissions and Enrollment

  (1) Add : #100 Galsan-ri, Tangjeong-myeon, Asan-si, Chungnam, 

South Korea, 336-708

  (2) Tel : 041-530-2034 (FAX. 041-530-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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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otes

1. Dormitory

(1) Lodging facilities provided within the dormitory

Asan 

Campus

Division
Room in 

number

Total 

capacity
Buildings Beds

Male 547 1,680 5 2 or 3 or 4 beds Room

Female 549 1,404 3 2 or 3 or 4 beds Room

Total 1,096 3,084 8

Cheonan 

Campus

Division
Number of 

Rooms

Total 

number of 

Students

Buildings Beds

Male 74 296 1 2 or 4 beds Room

Female 74 296 1 2 or 4 beds Room

Total 148 592 2

(2) Facilities

Division In the Room in The building

2 beds
Desk, Bed, Closet, Shower room, Resting 

room, air-conditioning and heating, LAN line Shower room, Resting 

room, Laundry room, 

Study room, Seminar  

room

3 beds
Desk, Bed, Closet, air-conditioning and 

heating, LAN line

4 beds
Desk, Bed, Closet, air-conditioning and 

heating, LAN line

Division In the Building Outside

Welfare 

Facilities

Fitness Room, Store, Table Tennis room, 

Resting Area(TV), Cafe, Laundry room, PC 

room, Post room

Basket ball & volleyball 

ground, badminton fields, 

outside fitness

(3) Dormitory Fees (as of the 1st semester of 2011) -KRW(won)

Division
Management 

Expenses
Board Deposit

Student 

Council 

Fees

Total

New 

Dorm

2beds 740,000 303,600

✓2,300 / 1 meal

✓9 meals / week

(Breakfast&Dinner from 

Mon. to Thu., 

Breakfast on Fri.)

✓Students should buy 

every lunch for weekday 

and all meals for weekend 

20,000 6,000

1,059,600

3beds 600,000 919,600

Existing 

Dorm

2beds 638,000 957,600

3beds 520,000 839,600

4beds 440,000 75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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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andard for selection of students to enter the dormitory

       - International Students: no restrictions on admission within the 

dormitory

   (5) Requested Documents

① One copy of the dormitory entrance application form: Dormitory’s homepage 

(fill out the entrance form on http://dorm.sunmoon.ac.kr/)

② One copy of one’s medical check-up (Contagious disease-hepatitis, 

tuberculosis, skin diseases – Medical check-up certificates should 

be issued from big general hospitals that are acknowledged by 

the city and region. Should be submitted after admission within 

the dormitory)

   (6) For further inquiries 

      - Dormitory Office : Tel 041-530-8504~5/ FAX 041-530-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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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균 관 대 학 교   

☞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 (110-745)

☞ 사이트: http://www.skku.edu

I. 대학 소개

1. 연혁

   (1) 본교는 1398년 설립된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으로,    

전통과 첨단의 조화를 통해 건학이념인 인의예지를 겸비한 글로벌 리더 

양성에 목표를 두고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3) 1997년 삼성의 재단 참여로 인해 우수한 재단의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

로 국내 최고 사학으로 성장하였으며, 세계 100대 연구중심대학을 목표

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2. 특성

(1) 본교는 특히 대학의 국제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우수 외국인학생 유치를 

위한 각종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국제어강의 확대 및 기숙사 신설 등 

외국인 학생을 위한 인프라 구축

(2) 2,000여명의 외국인 학위과정생을 비롯하여 매 년 300명의 외국인 교환

학생을 수용하며, 특성화된 국제화 프로그램인 SKKU International 

Summer Semester(국제하계학기)를 통해 매년 400명 이상의 외국인 학

생이 본교를 방문하여 수학하고 있음 

(3) 글로벌 리더 양성과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 목표달성을 위하여 "Global 

Challenge SKKU" 국제화 전략의 추진방향을 글로벌 리더양성, 교육·연
구의 균형, Carry-Out중심, Inbound/Outbound 조화로 설정하고 해외

대학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3. 주요 성과

(1)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 및 SCI 국내 순위 3위 및 세계 140위

(2) 2단계 BK21사업 선정률 1위

(3) 교육개혁 최우수 대학 5년 연속 선정

(4) 대학평가 사립종합대학 3위 (중앙일보 8년 연속 사립종합대학 3위) 

(5) 국가고객만족도 4년 연속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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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집 요강

1.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1) 모집 단위

모 집 단 위 세부 학부 / 전공

인문과학계열
  ▪ 유학․동양학부
  ▪ 문과대학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프랑스어문학, 중어
     중문학, 독어독문학, 러시아어문학, 한문학, 사학, 철
     학, 문헌정보학)

사회과학계열
  ▪ 사회과학부 (행정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 경제학부 (경제학, 통계학)
  ▪ 소비자가족학, 아동학

경영학부   ▪ 경영학
의상학   ▪ 의상학
영상학   ▪ 영상학

자연과학계열
  ▪ 자연과학부 (생명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 생명공학부 
     (식품생명공학, 바이오메카트로닉스, 유전공학)

공학계열
  ▪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고분자시스템공학, 신소재공학
     부, 기계공학부, 건축공학(4년제), 조경학, 사회환경시
     스템공학, 시스템경영공학)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계열   ▪ 전자전기공학, 컴퓨터공학
   (2) 계열모집단위: (경영학, 의상학, 영상학 제외)는 1학년 과정을 마친 후, 

       2학년 때 전공 진입

   (3) 연계 전공: 비교문화, 일본학, 글로벌문화콘텐츠, 국제통상학, 동아시아

       학, 한국학, 생명공학

   (4) 복수전공: 수업연한 4년 이내(건축학과는 5년)에 주전공 외에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을 병행 이수하여 2개 또는 3개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2. 모집 인원

   모집 인원에 제한 없이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선발

3. 전형 방법

   서류평가 100% 

   (자기평가서, 고교성적, 한국어수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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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부서명 담당자명 직위 전화번호 · 팩스 이메일

장학생
후보 선발

입학
관리팀 유정훈 직원 02-760-1358

02-760-1350
admissions@skku.edu 

국제
교류팀 박현영 직원 02-760-0152

02-760-0159
chrisphy@skku.edu

한국어
연수

성균
어학원 조철연 계장 02-760-1223

02-760-1300
ccyccy@skku.edu

입국지원 이소영 이소영 직원 02-760-0152

02-760-0159
chrisphy@skku.edu

4. 제출 서류

(1) 제출 서류 

순 서 제 출 서 류 비  고
1 입학원서 (자기평가서 포함) 

(영문성명은 여권과 동일하게 기재)
2 정부초청장학생 증명서 1부
3 본인 외국인 등록증 사본 (앞면, 뒷면 복사) 해당자에 한함
4 본인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출입국관리사무소) 
5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TOPIK 3급이상)

    (2) 서류 사본 제출 시, 국립국제교육원 또는 현재 재학 중인 한국어 연

       수기관에서 ‘원본대조필’ 받은 서류에 한해 인정함

   (3) 모든 서류 우측 하단에 반드시 본인의 수험번호 기재

   (4) 제출 서류가 한국어,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한글 번역 

       공증 반드시 첨부 

I. 업무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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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타 장학생 대상 공지 사항

1. 입학 및 대학 생활 상담처

상담 구분 담당 부서 연락처
입학 관련
전반 안내

입학관리팀
http://admission.skku.edu

02) 760-1000
FAX 02) 760-1350

등록 관련
안내 재무팀 02) 760-1122

장학 관련 
안내

학생지원팀
http://haksaeng.skku.edu 02) 760-1075~7

기숙사 관련 
안내

봉룡학사(자연과학캠퍼스 기숙사)
http://dorm.skku.ac.kr 031) 290-5181~2

학사 전반 
안내

(교무, 수강,
복수전공, 학적,

휴·복학 등)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인사캠)

학부대학(인사캠)http://hakbu.skku.edu 02) 760-0991~3
국제교류팀(인사캠) 02) 760-0151~7
유학․동양학부 02) 760-0902~3
문과대학 02) 760-0912~6
사회과학부 02) 760-0932~5
경제학부 02) 760-0942~4
경영학부 02) 760-0951~3
생활과학부 / 사범대학 02) 760-0965~6
예술학부 02) 760-0905~6

자연과학
캠퍼스

(자과캠)

학부대학(자과캠)http://hakbu.skku.edu 031) 299-4221~2
국제교류팀(자과캠) 031) 290-5025~6
자연과학부 031) 290-5801~5
정보통신공학부 031) 290-5811~7
공과대학 031) 290-5831~8
생명공학부, 스포츠과학부 031) 290-5871~2

 ※ 우리대학은 학문특성에 따른 복수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캠은 서울시 종로
구 명륜동, 자과캠은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모든 입학업무는 인사캠 입학처(서울 종로구 명륜동 소재)에서 주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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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편 안내

    ▶ 찾아오시는 길, 캠퍼스맵 (우리대학 홈페이지 참조)
       http://www.skku.edu/new_home/skku/campusinfo/location.jsp

■ 인문사회과학캠퍼스(서울 종로구 명륜동)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

 · 도보 : 4번 출구

 · 셔틀버스 : 1번 출구

  (일요일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음)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

 · 마을버스(종로-2번) : 2번 출구

[ 시내버스 ]

 · 간선버스(파랑) : 102, 104, 106, 107,

  108, 109, 140, 143, 149, 150, 151,

  160, 162, 171, 172, 272, 273, 301

 · 지선버스(초록) : 2112

[ 공항버스 ]

 · 602-1(3011)

■ 자연과학캠퍼스(수원 장안구 천천동)

[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 ]

 · 도보 : 2번 출구

  (10~15분 소요)

[ 지하철 4호선 사당역 ]

 · 셔틀버스 : 9번 출구(제일은행 앞)

  사당역 ↔ 자연과학캠퍼스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음)

[ 일반버스 ]

 · 62-1, 82-2, 39

[ 시외버스 ]

 · 7790, 7800, 3003



- 291 -

Sungkyunkwan University (SKKU)   

☞ Address: 53 Myeongnyun-dong 3-ga, Jongno-gu, Seoul 110-745, Korea

☞ Website: http://www.skku.edu

I. Overview of the University

1. History

  (1) The History of Sungkyunkwan University, which is celebrating its 

613th anniversary, represents the origins of Korea's higher 

education. SKKU was founded on the principles of Neo- 

Confucianism and embodied its for cardinal virtues, humanity, 

righteousness, propriety and wisdom.

(2) With the support of the world renowned global company Samsung, 

Sungkyunkwan University has become a creative and innovative 

center of higher education. 

2. Characteristics

  (1) Sungkyunkwan University is proud of our strong partnership with 

esteemed universities and other strategic partners throughout the 

world. We annually exchange 500 students with our global 

partners. Through our network of global partnerships we engage 

in wide range of activities including student and faculty exchange 

and collaboration in research and teaching.

  (2) Wide Range of Partner Universities

Partnership with over 600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allows 

our students and faculty to get deeply involved with international 

exchange and research programs.

  (3) Strategic Alliance with World Renowned Universities

Joint programs with esteemed institutions such as Indiana 

University,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Peking University, 

Fordham University, and Waseda University allows SKKU to 

provide specialized international programs.

  (4) Faculty Mobility with 145 Partners around the G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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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KU is an active collaborator in research and teaching with 

many of our partners including Cambridge University, MIT, Fordham 

Law School, Peking University and Maastricht Univeristy.

I. Eligibility Requirements

1. Requirements

  (1) Applicants must have graduated from Korean High schools or High 

Schools in foreign countries.

  (2) Applicants must have achieved TOPIK level 3 or above.

2. Admission Information

  (1) Academic College / Departments

Undergraduate College / Department

Humanities

 ▪ Confucian and Oriental Studies
 ▪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n, English, French, Chinese, German,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History, Philosoph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Human Life Sciences
   (Consumer & Family Science , Child Psychology & 
    Education)

Social 
Sciences

 ▪ Social Sciences (Public Administration,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s, 
    Sociology, Social Welfare, Psychology)
 ▪ Economics (Economics, Statistics) 

Business 
Administration  ▪ Business Administration

Fashion Design  ▪ Fashion Design
Film, Television 
& Multimedia  ▪ Film, Television & Multimedia

Natural 
Sciences

 ▪ Natural Sciences(Life Science, Mathematics, Physics, 
    Chemistry)
 ▪ Life Science and Technology
   (Food and Life Science, Bio-Mechatronics Engineering, 
    Genetic Engineering)

Engineering

 ▪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Polymer Science & Engineering, 
    Advanced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Architectural Engineering, Landscape 
    Architecture,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Systems 
    Management Engineering)

Electrical Computer 
Engineering   ▪ Electronic & Electrical Engineering, Computer Engineering

※ Majors will be selected for sophomores upon completion of their freshmen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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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umber of Students to be Admitted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to be admitted is not limited and only 

    the students’ aptitude will be considered.

4. Admissions Criteria

   100% documents based 

   (Overall assessment of university transcript and Korean language 

    proficiency)

5. Required Documents

 Required Documents Remarks

1 Application form (including academic plans)
 (English name as written in the passport)

2 Letter of consent for academic reference
3 Ceritificate of KGSP Scholar
4 Family register extract 
5 Copy of ID card(parents, applicant)

6 Copy of applicants foreigner registration (front & back) Only for applicable 
candidates

7 Copy of passport
8 Original copy of the applicants disembarkation card 

9 Document validating Korean language skill
(TOPIK level 3 or above)

10 High school diploma
11 High school academic transcript

12  Copy of the undergraduate aptitude test score 
 administered by the country of origin 

Only for applicable 
candidates

   (1) All photocopies of the documents require the confirmation of copy 

document for the original from NIIED or the Korean Language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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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Department Name TEL · FAX E-Mail

Selection
Admission 

Office
Yoo

Jeong Hoon
02-760-1358
02-760-1350 admissions@skku.edu 

International
Office

Park
Hyunyoung

02-760-0152
02-760-0159 chrisphy@skku.edu

Korean languagecourse
SungkyunLanguageInstitute

Cho Chul Yeon
02-760-1223
02-760-1300 ccyccy@skku.edu

EntrySupport International
Office

Park
Hyunyoung

02-760-0152
02-760-0159 chrisphy@skku.edu

   (2) Put your name and application number on the bottom right corner 

of all the documents. 

   (3) Documents which are not in Korean or English should be translated 

and notarized. 

   (4) Academic grades and educational backgrounds, will not be acknowledged, 

unless official documentary evidence is provided.

I. Contac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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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departments phone number
Admission 
Procedure

Admissions Office
http://admission.skku.edu

02) 760-1000
FAX 02) 760-1350

Registration Office of Financial Affairs 02) 760-1122
Scholarships Office of Student Affairs

http://haksaeng.skku.edu 02) 760-1075~7

Dormitory
Bongryong Dormitory 
(Natural Sciences Campus)
http://dorm.skku.ac.kr

031) 290-5181~2

Overall 
Academic 
Information

Humanities
&

Social Sciences
Campus
(SEOUL)

University College (Seoul)
http://hakbu.skku.edu 02) 760-0991~3
International Office (Seoul) 02) 760-0151~7
School of Confucian and 
Oriental Studies 02) 760-0902~3
College of Liberal Arts 02) 760-0912~6
School of Social Sciences 02) 760-0932~5
School of Economics 02) 760-0942~4
Business School 02) 760-0951~3
School of 
Human Life Science /
School of Education

02) 760-0965~6

School of Art 02) 760-0905~6

Natural
Sciences
Campus
(SUWON)

University College (Suwon)
http://hakbu.skku.edu 031) 299-4221~2
International Office (Suwon) 031) 290-5025~6
School of Natural Sciences 031) 290-5801~5
School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Engineering 031) 290-5811~7
College of Engineering 031) 290-5831~8
School of Life Science & 
Biotechnology / 
School of Sports Science

031) 290-5871~2

 ※ SKKU has two campuses according to the field of studies: Humanities & Social 
Sciences in Seoul, and Natural Sciences in Suwon.

 ※ All admission procedures are handled in Admissions Office in Seoul Camus.

I. Other Information

1. Important contact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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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etting to the campus

    (http://www.skku.edu/new_home/eng/Campus/Trans_gtc.jsp)

■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ampus, Seoul
At Hyehwa Subway Station, Line 4 (Blue) · On Foot: You will move to the exit 4 and walk along the Daemyeong Geori. You will cross the street and go into the road which begins at "Dunkin Donuts."  · By Shuttle: At exit 1, you will find the green SKKU Shuttle Stop.
At Anguk Subway Station, Line 3 (Orange)  · At Anguk Subway Station, Line 3 (Orange) You will step out through the exit 2 and take the green community bus number 02 which will cost you 500 won. You will get off at the last stop, the parking lot of SKKU. Refer to the bus route below.
Urban Buses: 102, 104, 106, 107, 108, 109, 140, 143, 149, 150, 151, 160, 162, 171, 172, 272, 273, 301 (Blue), 2112(Green) 

Airport Limousine Bus: number 602-1(6011): Incheon InternationalAirport Myungryun 3-ga (Sungdae-ap / In front of "Dunkin Donuts") 

■ Natural Sciences Campus, Suwon 

At SungKyunKwan Univ.Station, Line 1 (Red) · On Foot : exit 1  (10~15 minutes)

At Sadang Station, Line 4 (Blue) · Shuttle Bus : exit 9 (In front of SC bank)  Sadang Station ↔ Natural Sciences Campus
  (No service on Saturday and holidays)

Urban Buses · 62-1, 82-2, 39
Intercity Buses · 7790, 7800, 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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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명 여 자 대 학 교   

☞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 사이트: http://www.sookmyung.ac.kr/

I. 대학 소개

1. 학교 연혁 및 성과

연도 내용

1906  조선 황실, 명신여학교 설립

1906-2002  6차례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선정

1998
 정보화 유공기관 대통령표창 수상

 국내 대학 최초 전교정 무선인터넷망 구축

2007  국내 최초 Hospitality-MBA과정 개설

2009
 숙명문화원/한국문화교류원/교양교육원 설립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2010
 숙명 블루리본 프로젝트 선포

 한중일 대학생 교류프로그램 시범사업 대학 선정

2. 학교 현황

숙명여자대학교는 1906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여성사학으로 설립되어 100년

이 넘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생각하는 힘을 가진 창조적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와 함께 2010년 ‘숙명 블루리본 프로젝트’를 선포하였다. 

PBL(Problem-Based Learning), UL(Ubiquitous Learning)과 같은 새로운 수

업방식을 선구적으로 도입하여 학생들의 주도적 문제해결능력과 정보화능력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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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함과 동시에, 세계 유수 대학들과의 교류를 지속 · 확대하여 재학생들의 국제적 

시각과 경험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해외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와의 교류를 확장하여 대학의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학생 및 교수의 필요와 단과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국제화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는 전 세계 32개국 207개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학금 지원확대와 영어 강좌수 확대를 

통해 방문교환학생 및 유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II. 모집 요강

1. 모집단위

대학 학과 및 학부 대학 학과 및 학부

문과

한국어문학부 법과 법학부

역사문화학과
경상

경제학부

경영학부프랑스언어ㆍ문화학과

음악

피아노과
중어중문학부 관현악과

성악과독일언어ㆍ문화학과
작곡과일본학과

미술

시각·영상디자인과문헌정보학과
산업디자인과문화관광학부 문화관광학전공
환경디자인과

이과

나노물리학과

공예과화학과

생명과학과 회화과
의약과학과 글로벌서비스

학부

글로벌협력전공
수학과 앙트러프러너십전공
통계학과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컴퓨터과학부

영어영문학부 테슬(TESL)전공멀티미디어과학과
 미디어학부무용과

생활

과학

가족자원경영학과

아동복지학부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사회

과학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홍보광고학과

소비자경제학과

사회심리학과

  ※ 글로벌서비스학부는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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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지원동기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3)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증명서(글로벌서비스학부를 제외한 전

공을 지원한 경우)

(4) TOEFL 550, CBT 210, IBT 80, TEPS 550, IELTS 5.5, MATE Speaking 

CL/Writing MH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

시험 점수 증명서(글로벌서비스학부 지원자의 경우)

(5) 우리나라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자국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

(한글이나 영어가 아닌 언어로 발행된 경우,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

하여 제출해야 함)

(6) 본인, 부, 모의 여권 혹은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공인신분증 사본 

제출(한글이나 영어가 아닌 언어로 발행된 경우,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야 함)

(7)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한글이나 영어가 아닌 언어로 발행된 경우,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함)

(8) 고등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만점 기준 명시)(한글이나 영어가 아닌 언

어로 발행된 경우,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함)

III. 업무 담당자 연락처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국제교류팀 엄수민 02-710-9072 02-710-9285 yanshouwen@sm. ac.kr

IV. 기타 장학생 대상 공지사항

제출서류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와 전 학년 성적증명서는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확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출신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닐 

경우에는 출신국 내 한국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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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myung Women's University   

☞ Address: Cheongpa-ro 47-gil 100, Yongsan-Ku, Seoul, 140-742, Korea

☞ Website: http://e.sookmyung.ac.kr/

I. About Sookmyung

1. History of Sookmyung

Year Contents

1906
 Established 'Myungshin Girl's School' sponsored by Empress 

Sunheon

1906-200

2

 Selected for six consecutive years as an outstanding 

university for its efforts in educational reform

1998

 Received the Presidential Award for the Best Educational 

Institution in information

 The first university in the nation to set up a Campus-wide 

wireless internet network

2007  Established 'Le Cordon Blue Hospitality MBA'

2009

 Established 'Sookmyung Cultural Center', 'Korean Cultural 

Institute' and 'General Education Institute'

 Selected by University Education Enforcement Business to 

receive government support

2010

 Announcement of 'Sookmyung Blue Ribbon Project'

 Selected as the leading university for CAMPUS Asia Project 

by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 Overview of Sookmyu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which was founded in 1906 as the 

nation's first private women's university under the royal patronage, is 

preparing to take a new leap under the educational objective of fostering 

Creative Leaders with Power of Thinking among Sookmyu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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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Division College Division

College 
of Liberal 

Arts

Division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College
of Law Division of Law

College of 
Economics
& Business 

Administration

Division of EconomicsDepartment of History & 
Culture

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 Culture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okmyung has pioneered in introducing PBL(Problem Based Learning) 

and UL(Ubiquitous Learning) method to students; their problem solving 

and information search capacity have been cultivated throughout. At the 

same time, we aim to expand the horizon of students' global outlook and 

experience by fostering the exchange programs with our world renowned 

foreign educational partners. In addition, we enhance our globalization 

process by strengthening the exchange relations with reliable overseas 

public organizations or corporations. We are also implementing a tailor 

made globalization of each college according to the particular needs of 

its students and faculty as well as its characteristic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has partnership with 207 universities from 

32 countries (as of July, 2011) and exchange students through the partnership 

agreement. Various scholarship programs as well as increasing courses taught 

in English attract more international students to Sookmyung campus.

II. Guideline of Admission

1. Academic Fields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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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College of 

Music

Department of Piano
Department of 
Instruments
Department of Vocal 
Music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 Culture

Department of 
Composition

Department of Japanese 
Studies

College of Fine 
Arts

Department of Visual & 
Multimedia Design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Division of 
culture & 
Tourism

Culture & 
Tourism

Department of 
Environmental Design

College 
of 

Science

Department of Nano 
Physics

Department of Arts & 
Crafts

Department of Chemistry
Department of Painting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
Department of 
Mathematics School of 

Global Service
Global Cooperation Major

Department of Statistics Entrepreneurship Major
Division of Computer 
Science

School of 
English

School of English

Department of Multimedia 
Science TESL Major
Department of Dance
Department of Medical & 
Pharmaceutical Science

School of Communication & Media

College 
of 

Human 
Ecology

Departmen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Division of Child Welfare 
& Studies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College 
of Social 
Sciences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Public 
Relations & Advertising
Department of Consumer 
Economics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 School of Global Service is the department which courses are all taught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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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quired Documents

(1) Application(Form provided)

(2) Detail Study Plan(Form provided)

(3) A certificate of TOPIK level 3 or higher(if applicants whose majors 

are not School of Global Service)

(4) TOEFL 550, CBT 210, IBT 80, TEPS 550, IELTS 5.5, MATE Speaking 

CL/Writing MH, etc or higher(if applicants whose majors are 

School of Global Service)

(5) An official document indicating family relationship between the applicant 

and her parents(must be translated and notarized in Korean or 

English, if it is in other languages)

(6) A copy of citizenship or passport of applicant and her parents 

(must be translated and notarized in Korean or English, if it is 

in other language)

(7) High-school Graduation Certificate(must be translated and notarized 

in Korean or English, if it is in other language)

(8) High-school transcript(must be translated and notarized in Korean 

or English, if it is in other language)

III. Contact Information

Department Name TEL FAX E-MAIL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Soo Min, Eum 02-710-9072 02-710-9285
yanshouwen@

sm. ac.kr

IV. Notice on required documents

After authorized Korean or English translation of high-school 

graduation certificate and transcript, it has to get signed the Apostille 

treaty in your country. If your country is not a member of the Apostille 

treaty, you should get a consular stamp of Korean embassy in y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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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천 향 대 학 교   

☞ 주  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46 순천향대학교 우)336-745

☞ 사이트: www.sch.ac.kr,  Http://homepage.sch.ac.kr

I. 대학 소개 

1. 순천향대학교는?

(1) 의과대학에서 출발한 순천향대학교는 6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전국 주요 4개 도시에 부속병원

을 운영하고 있는 순천향대학교는 전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그 명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2) 순천향대학교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아산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학생들은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 접근이 매우 용

이합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수백명의 외국인 재학생들은 순천향대학

교 캠퍼스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3) 순천향대학교는 특히 의약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육 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 평가 3년 연속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에 선정되었으며 교육부 주관 두뇌한국 21(BK21) 

프로젝트에 정보기술 분야 고등교육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4) 순천향대학교는 고유의 교육철학인 ‘인간사랑’으로 그 명성을 높이고 으

며 창의적이고 경쟁력있는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자랑합니다. 

2. 과거와 현재

(1) 순천향대학교는 인간사랑의 건학이념 아래 1978년 1월 순천향의과대학 

설립을 인가 받고 같은 해 3월에 의예과 신입생 80명을 모집하여 개교

하였습니다.

(2) 1980년 3월에 순천향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1990년 3월에 종합대

학으로 승격하였습니다. 현재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

학, 공과대학, 의료과학대학, 의과대학 등 6개 단과대학과 일반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 교육대학원, 건강과학대학원, 행정대학원, 글로벌경영대

학원, 법과학대학원 등 7개의 대학원을 두고 있습니다.

(3) 순천향대학교는 개교 후 지금까지 꾸준한 발전을 거듭한 결과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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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모집학(부)과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국제문화학과

청소년교육상담학과, 연극무용전공, 영화애니메이션전공, 미디

어콘텐츠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관광경영학과, 경제금융학과, 금융보

험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신문방송학과, 사회

복지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전자물리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환경보건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스포츠과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

의학과

공과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기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전국 24위를 차지하였으며, 2008년 12월 수도권 

전철[신창(순천향대)역]이 개통되어 명실공이 대한민국 신수도권의 명문사

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3. 교내 생활관

순천향대학교는 총 3,100명의 학생이 거주할 수 있는 6개 생활관을 제공합

니다. 생활관 생활지원팀은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 기숙사에서는 초고속 인터넷, 컴퓨터실, 체육시

설, 오락시설, 세탁시설 및 라운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숙사 생활지원팀

은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문화 이벤

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교내생활관(해오름관) : 950,000원(보증금 1만원 포함, 6개월) 

4. 진료소

순천향대학교는 캠퍼스 내에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 소는 

최근 새롭게 단장한 의료과학대학 건물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상주하여 학기 중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

후 5시까지) 외래 환자를 진료합니다.        

II. 모집 요강  

1. 모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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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과, 전기통신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 나노화학공학과, 

에너지환경공학과,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건축

학과, 정보보호학과

의료과학대학 보건행정경영학과, 의료생명공학과, 의료IT공학과

※ 상기 모집학과는 학과명칭 변경 등의 사유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지원자격

(1) 학생과 부모 모두 외국인으로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초ㆍ중ㆍ
고 교육과정) 이수자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인 자

(3) 외국학교의 교육 연한은 우리나라 현행 초 중 고 (6-3-3)학제를 기준으

로 함. 단, 해당국 초, 중, 고 학제가 12년 미만인 경우, 우리나라 학제

와 해당 국가의 학제를 병행함

    ※ 초등 전(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에서의 수학연

한은 인정하지 아니함

3. 제출서류

(1) 입학지원서 1부(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2) 자기소개서 1부(본교소정양식)

4. 전형방법

    인성면접을 실시하여 본 대학교에서 수학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거나 기준

에 미달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5. 전형료

(1) 입학원서 및 모집요강 : 무료

(2) 전형료(서류확인 및 자격 심사비 포함) : 50,000원

III. 업무 담당자 연락처

순천향대학교 국제교육교류본부 교육지원팀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46  우)336-745 

- 전화: 82-41-530-1693 Fax : 82-41-530-1381

- E-mail : sammy@sch.ac.kr 홈페이지 : http://sgee.s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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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chunhyang University 

☞ Address: 646 Eupnaeri, Shinchang-myun, Asan, Choongnam 336-745

☞ Website: http://homepage.sch.ac.kr

I. The Introduction of Soonchunhyang University

1. General Facts about SCH

(1) Originally founded as a medical college, Soonchunhyang University 

currently has six colleges with over 12,000 students enrolled. In 

addition, the university is running four general hospitals in each 

of the four major cities in Korea creating up-to-date medical 

networks. The university is gaining a national reputation as an 

excellent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2) Located in the dynamically expanding city of Asan which is less 

than 80Km south of Seoul, making SCH readily accessible from 

metropolitan Seoul via public transportation. Now with hundreds 

of international students of various nationalities, the university's 

student body is becoming more diverse.

(3) SCH has particularly strong medicine and medical sciences departments, 

along with four hospitals well-known for cutting-edge technology 

in the bio-tech industry. SCH has constantly strived to excel in 

both education and research. SCH has received the 'National 

Award for Educational Reform Excellence' granted by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for three successive year and SCH is 

participating in the Korean government - sponsored '21st Century 

Brain Korea Project'  as a higher institution in the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

(4) SCH prides itself not only in having creative and competitive programs, 

but also its educational philosophy "Respect for Humanity".

2. Past and the Present

(1) In January 1978, Soonchunhyang Medical School was first established. 

In March 1978, the medical school opened with 80 student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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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980, Soonchunhyang Medical School changed its name to 

Soonchunhyang College. In March 1990, Soonchunhyang University 

was recognized as a University.

(2) Now, Soonchunhyang University has six colleges: The college of 

Humanities,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Th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The College of Engineering, The College of 

Medical Sciences, and The College of Medicine. The university 

also provides five graduate programs which include: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Inform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Graduate School of 

General Education. 

(3) Ever since its inception, Soonchunhyang University has been made 

great progress. As a result, the university was ranked 24th at 

the National University Evaluation in 2008. The university has 

become one of the most prestigious private universities in the 

new metropolitan area with the opening the subway (Soonchunhyang 

University station) connected all the way to Seoul.

3. School Facilities

(1) Residence Hall

The University provides housing to 3,100 students in six 

residence Halls. The Office of Residence Hall provides quality 

service by addressing student concerns and keeping a clean and 

safe environment. Each Residence Hall is equipped with such 

amenities as high speed internet access, computer labs, exercise 

equipment, recreational facilities, laundry facilities, and lounge 

areas. The office promotes such social and cultural events to 

build a strong sense of community and maintains "Wall of Best" 

for outstanding residental students to honor their excellence in 

academics and other area. 

- Haeoreum dormitory(on campus) : ￦950,000 (including ￦10,000 

deposit, for 6 months) 

     ※ This fee is subject to change by th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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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iversity Health

The University takes prides itself in rendering free medical clinic 

service on campus. It I located on the first floor in the newly 

renovated Medical Science Building. A doctor and a nurse provide 

out-patient medical services Monday through Friday (9 A.M - 5 

P.M) when classes are in session. 

II. Admiss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1. Academics

College Department

Humanities

Korean Language & Literatur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International Culture Studies, Youth Education & 

Counseling,  Theater & Dance,  Film & Animation, 

Media Contents

College of 

Social 

Sciences

Business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Tourism Management, Economics and 

Finance, Finance and Insurance, Law, Public 

Administration, Police Administration, Journalism and 

Communications, Social Welfar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Mathematics, Electronic Physics, Chemistry,  Food 

Science & Nutrition, Environmental Health,  Biology,  

Biotechnology, Sports Science,  Leisure & Recreation,  

Sports Medicine

College of 

Engineering

Computer Software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Information & Communication Engineering,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ing,  Electrical 

Communication Engineering,  Electronic Information 

Engineering, Nano Chemical Engineering, Energy & 

Environmental Engineering,  Display & Materials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Architecture,  

Information Security Engineering

College of 

Medical 

Sciences

Health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Medical 

Biotechnology,  Medical IT Engineering

※ Names of departments and programs are subject to slight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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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alifications

(1) The applicant must have completed 12 year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a foreign country, and the applicant and  

the applicant's parents must be foreigners.

(2) The applicant should pass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TOPIK) 

level 3 or above.

(3) The education period of foreign schooling is based on our education 

system, which is elementary (6 years), middle school (3 years), 

and high school (3 years). In the case that the education period 

of the applicant's country is less than 12 years, either the korean 

education system or that of the applicant's country will be 

applied.

      ※ Any kind of pre-elementary education such as preschool and 

language training is not counted in the period of formal 

education.

3. Documents to Submit

(1) Soonchunhyang University Application Form (Provided)

(2) Self-Introduction Letter Form provided by Soonchunhyang University

4. Admission Requirements 

   Submit all necessary paperwork and undergo and interview

5. Admission Fee

(1) Application form & Application handbook : free of charge

(2) Application fee is ￦50,000   

III. Contact Information

   School of Global Education & Exchange, Soonchunhyang University

- 646 Eupnaeri, Shinchang-myun, Asan, Choongnam 336-745, 

South Korea

- Tel: 82-41-530-1693 Fax : 82-41-530-1381

- E-mail : sammy@sch.ac.kr Homepage : http://sgee.s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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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주 대 학 교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 지 아주대학교 (우편번호: 443-749)

☞ 사이트: http://www.ajou.ac.kr

I. 대학소개 및 특징

아주대학교는 100년 한국 대학역사 속에서 신흥 명문사학으로 주목 받고 있으

며, 1973년 한국정부와 프랑스정부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아주

대학교는 10개의 단과대학과 15,000여명의 학생 규모의 종합형 연구중심 대학

으로, 경기도의 도청소재지인 수원(Suwon)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약 

30km 정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는 실용학문에 중점을 둔 교육. 

연구 활동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아주대학교의 여러 개의 단과대 중 세계적

으로 우수한 분야로는 공대, 정보통신대, 경영대, 의대가 있으며 이외의 단과

대도 국내외에서 그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아주대학교는 경기도내 

대학 중 유일하게 국내 최고수준의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약학대학 설립인가를 받아, 

2011년 약학대학을 설립하였다. 현재 매학기 전세계 약 60개국에서 온 700여

명의 외국인 학생이 아주대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수학 중에 있다.  

기관목표

1973년, ʻ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국제적 수준의 고급인재 양성ʼ 이라는 설립 

취지 하에 대학 이념을 ʻ인간존중, 실사구시, 세계일가ʼ 로 설정

대학이념을 반영하는 교육목표로서 ʻ전문인, 창조인, 협동인, 세계인, 

문화인ʼ 설정하여 우수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음.

II. 모집요강 : 첨부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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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업무담당자 연락처

업무명

Task
부서명

Department
담당자명

Name
직위

Position

연 락 처

 전화

TEL
휴대

전화

팩스

Fax E-MAIL

업무총괄

Overall 
Management

국제협력팀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이동렬

Dong-Yeol 
Lee

팀장

 Director

031-
219-
2921

010-2880
-3648

031-219-
2924

engdodc@
ajou.ac.kr

장학생

후보 선발 및 

(학위과정)관리

Selection & 
Management

국제협력팀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김재은

Jae-Eun 
Kim

직원

Assistant 
Director

031-
219-
2925

010-3734
-3747

031-219-
2924

admission
@

ajou.ac.kr
jekim@ajo

u.ac.kr

한국어연수 

관리

Korean 
language

course

한국어학당

Korean 
Institute

이선민

Sun Min 
Lee

직원 

Coordinator

031-
219-
1675

010-9705
2069

031-
219-
1674

koli@
ajou.ac.kr 

입국지원

Settlement
Support

국제협력팀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김재은/
김중화

Jae-Eun 
Kim, 

Joong-Hw
a Kim

직원

Assistant 
Director/Co
or-dinator

031-
219-
2925

010-8010
-2360

031-
214-
2924

admission
@ajou.ac.k
r/jekim@aj

ou.ac.kr

IV. 기타 공지사항

입학 원서 작성등 문의사항 시 아주대학교 입학 담당자에게 Email로 연락

요망

- 첨부: 2012 전기 정부초청 학부 장학생 모집 안내 (2012 3월 입학)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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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ou University 

☞ Address: San 5 Woncheon-Dong Yeongtong-Gu Suwon, Korea 443-749

☞ Website: http://www.ajou.ac.kr/English

I. Ajou University at a Glance

Ajou University, established in 1973 under the motto of “Asia’s best 

university for the 21
st
century,”is a leading research university with 10 

colleges in Korea. Located in Suwon, about 30 km south of Seoul, Ajou 

has 14,000 students(9,000 undergraduate,3,500 graduate, and 1,500 in 

other courses). The strength in Ajou’s academic programs and research 

lies in Engineering, IT, BT, NT, Medical Science, Business and 

International Studies. Ajou is widely recognized for its innovative 

international programs and strong support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has collaborative partnership with about 220 universities in 60 

countries. There are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 programs at Ajou 

including student and faculty exchanges, international summer school, 

Korean language program, etc. International students are taking courses 

offered in English by various majors. Today Ajou is welcoming about 700 

international students in diverse international programs offered by the 

University.

 

Location of Ajou – SUWON

Ajou University is located in Suwon, which is 

the principa lcity of the Gyeonggi Province. As 

the biggest city in Gyeonggi Province, Suwon is 

30 km away from Seoul and is home to 

Hwaseong Fortress (designated as a world heritage 

site by UNESCO), as well as the headquarters of 

Samsung Electronics, a world-recognized corporation. 

On weekdays, students devote themselves to 

studying while on weekends, they can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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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e cultural activities. Join us at Ajou University in the city of 

Suwon, a blending of tradition and high-tech science.

University Motto

Ajou University’s name bears an ambition to become ‘ the best 

university in Asia in the 21st century when Asia becomes the center of 

the world ’. Since its foundation, Ajou has pursued the following three 

virtues as guiding principles: “Respect for Humans”, “Seeking Truth 

from Fact”, and “One World, One Family.”
Ajou university also pursues to nurture professional person, creative 

person, cooperative person as a educational objective reflecting 

university philosophy

II. Admission Guide : Please see the attached

III. Contact Points

Task Department Name Position
Contact Point

Office
TEL Cell Phone Fax E-MAIL

Overall Management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Dong-Yeol 
LEE

Director 031-219-2921 010-2880-2648 031-219-2924
engdoc@ajou.ac.kr

Admission & Overall 
Program Management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Jae-Eun Kim

Assistant 
Director

031-219-2925 010-3734-3747 031-219-2924
admission@

ajou.ac.kr
jekim@ajou.ac.kr

Korean language
course Management

Korean Language 
Institute

Sun Min Lee
Coordinator 031-219-1675 010-9705-2069 031-219-1674

koli@
ajou.ac.kr 

Settlement
Support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Jae-Eun Kim, 
Joong-Hwa 

Kim

Assistant 
Director/Coordin

ator
031-219-2925 010-3734-3747 031-214-2924

admission@ajou.ac.kr/
jekim@ajou.ac.kr

IV. Others

If you have any question in completing application form, please contact 

the person in charge via email.

- Attached: 2012 Prospectus for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Students (Admission in Marc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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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전기

정부초청 학부 장학생 모집안내

(2012년 3월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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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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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입사안내

목

[2012 학년도 정부초청 학부 장학생 선발 모집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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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학년도 정부초청 학부 장학생 모집안내(NIIED KGSP Fellows)

1. 모집단위 

계열 대학명 모집단위 전   공 선발인원 

자
연
계
열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기계공학

모  집

단위별 

선  발 

(정원외)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산업정보시스템공학

 (화공 ․ 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응용화학생명공학부    응용화학생명공학   

 (환경건설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건설시스템공학전공
   교통시스템공학전공

 건축학부
   건축학
   건축공학

정보통신
대    학

 전자공학부    전자공학

 정보컴퓨터공학부    정보컴퓨터공학

 미디어학부    미디어학

자연과학
대    학

 (자연과학부)
   수학전공
   물리학전공
   화학전공
   생명과학전공

인
문
사
회
계
열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

인문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불어불문학
   사학
   문화콘텐츠학

사회과학
대    학

 사회과학부

   경제학
   행정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특수학부  국제학부
   국제통상학
   지역학

복수전공으로만 
전공 선택 가능함 

    ◉ 의학부, 간호학부, e-비즈니스학부, 금융공학부, 스포츠레저학부, 특수학부는 선발하지 않음

    ◉ 화공 ․ 신소재공학부, 환경건설교통공학부, 자연과학부는 모집단위가 전공임(해당 학부의 세부전공으

로 지원)
    ◉ 모집단위별로 1개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음(복수지원 금지)
    ◉ 국제학부의 국제통상학 및 지역학은 입학 후 복수전공으로만 전공 선택이 가능함

    ◉ 건축학부의 건축학은 5년제, 건축공학은 4년제임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 모집인원에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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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www.iajou.ac.kr or www.jinhakapply.com)        

 2) 자기소개서(본교 소정양식: www.iajou.ac.kr or www.jinhakapply.com)       

 3) 학적조회동의서(본교 소정양식: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작성)        

 4) 초∙중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5)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6) 우리나라의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 기관 발행 증명서

 7)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

 8) 외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여권 또는 거주국 정부 발행의 신분증(ID Card, Driving License 또는 거민증)

 9) 출입국 사실증명서

 10)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3급 이상)

     ※ 단, 외국대학 한국어 관련 학과 수료(예정）또는 졸업(예정)자 및 본교와의 협정이 체결된 

외국대학에서 추천한 자는 TOPIK 성적표 대신 위 사실을 입증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함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제출이 부득이한 경우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함

  ※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한 후 제출하여야 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취득자는 입학 후 졸업 전까지 반드시 4급 이상 취득해야 함

2. 전형료 : 없음

3. 지원자격 :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
▷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 부모모두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

▷ 12년 이상 초 ․ 중 ․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단 해당국의 학제가 12년 미만 학제일 경우 해당국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지원할 수 있음  

     
4. 제출 서류
    ◉ 지원자 공통 제출 서류 

5. 전형일정 : 국립국제교육원 전형일정에 따름 

6. 전형방법 및 선발기준

   

구  분 심층면접 계 비  고 

일괄합산 100% 100% 서류심사 : P/F

    <심층면접>
      가) 반영점수: 100점, 면접시간 등 세부내용은 추후 공지

      나) 심층면접 평가는 입학 후 수학능력 및 수험생의 특성에 대한 사항을 구술 면접

      다) 심층면접(100%) 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라) 심층면접 결시자, 자격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함

      마)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전형결과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락을 적용할 수 있

으며, 입학사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제출 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한 자는 불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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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

 ◉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국제협력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아주대학교 국제협력팀 (율곡관 152호)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

  Tel: 031-219-2925  Fax:031-219-2924
  Email: admission@ajou.ac.kr
  Website: www.ajou.ac.kr or www.ajou.ac.kr/english

◉ Office of Admissions (입학팀)
    Tel: 031-219-2024

지원자 유의사항

1. 입학원서 작성요령

가)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

나) 지원학부는 모집단위의 학부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의 작성오류, 기재사항 누락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의 책임입니다

라) 수험번호는 자동 생성 됩니다

마) 인터넷 원서접수 시 본인의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학원서 접수 절차 및 방법

가) 인터넷 접속

아주대학교 홈페이지(www.iajou.ac.kr) 공지사항

진학사 원서접수(www.jinhakapply.com)
나) 로그인(비회원일 경우 회원 가입후 로그인)
다) 아주대학교 선택(원서접수 대학 중 선택)
라) 원서접수 유의사항 확인

마) 입학원서 작성 / 사진 업로드

바) 원서접수 완료(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임)
사) 수험표 출력 및 제출서류 봉토 출력

아) 서류제출: 전형별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제출(등기우편, 택배, 방문제출 가능)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전형료 결제후에도 기본정보 및 사진 수정이 가능함(전형

명, 지원학부는 수정불가, 원서접수 마감후에는 수정불가)

3.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지망순위를 명시해야 합니다(1지망, 2지망, 3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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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험표는 본인이 보관해야 하며, 수험표 분실시에는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재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나 마감일에는 17:00까지만 가능합

니다

라) 원서접수 후 면접일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마) 문의처:
아주대학교 국제협력팀: 031-219-2925 Fax: 031-219-2924
아주대학교 입학팀: 031-219-2024 Fax: 031-213-5174

4. 서류제출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를 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또는 필요서

류 누락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임)
나) 제출서류 발송 시 일반 서류봉투에 제출봉투표지(원서 접수 시 출력)를 부착하

고, 제출서류 해당 □란에 체크(V)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등기우편, 택배, 방문

제출)
다) 모든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제출 시에는 발급기관의 원본 대조

필이 있어야 합니다.

5. 합격자 발표안내

최조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 합니다

6. 기숙사 입사안내

가) 정부초청 장학생은 학교 내 기숙사 입사가 가능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 후 기숙

사 신청에 대한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나) 기숙사 유형 및 비용: 

구분 구분 기숙사비 비고

화홍관(국제관)

2인실
학기 780천원

식사 미포함
방학 465천원

4인실
학기 525천원

방학 360천원

※ 기숙사 부대시설: PC실, 식당, 매점, 독서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부엌, 세탁실등 

※ 상기내용은 2011년 기준으로 2012년 5% 상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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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Prospectus for Foreign Students (NIIED KGSP Fellows)

1. Recruiting Department

 College / 
School Division Major Selectio

n

N
atural Sciences

College of 
Engineering

Div. of Mechanic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Selection
 

Div. of Industrial and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 

Division of Chemical Engineering 
and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Div. of Applied Chemistry and 
Biological Engineering

Applied Chemistry and Biological 
Engineering

Div.  of   Environmental, Civil 
&Transportation Engineering

Environmental Engineering
Civil System Engineering
Transportation System Engineering

Div. of Architecture Architecture (5 years)
Architectural Engineering (4 years)

College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

Div. of Electrical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Div. of Information and Computer 
Engineering

Information and Computer 
Engineering

Div. of Digital Media Digital Media

College of 
Natural 
Sciences

Div. of Natural Sciences
Mathematics 
Physics
Chemistry
Life SciencesLiberal Art & Social Studies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Div. of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College of 
Humanities Div. of Humanities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History

College of 
Social 
Sciences

Div. of Social Sciences

Economics 
Public Administration
Psychology 
Sociology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Independent Div.   of International Studies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 
Area   Studies 

only as 
a double 
major

No available to apply for Medical School, Nursing, E-biz, financial engineering, Sports-leisure, and Special college
Division of Applied chemistry & Biological Engineering, Environmental & Civil and Transportation Engineering, Natural 
Sciences are separated particular majors in their fields.
Applicants can apply one recruitment unit only(double applications are prohibited)
Applicants can apply International Commerce and Regional Studies at the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only as a 
double major 
Architecture is a 5 year cours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is 4 year course at the Division of Architecture
Students of foreign nationalities, whose parents are both foreign nationals, are eligible to apply. :  no limit in 
recruiting number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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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pplication form(prescribed form from Ajou University: www.iajou.ac.kr or 
www.jinhakapply.com)  

 2) Self-Introduction Essay(prescribed form from Ajou University: www.iajou.ac.kr or 
www.jinhakapply.com)     

 3) Agreement form for academic record verification(prescribed form from Ajou University: 
www.iajou.ac.kr or www.jinhakapply.com)     

 4) Elementary, Middle School Academic Records and Diploma
 5) Academic Records of High School and Diploma of High School(expected)
 6) Certificate of Family Register
 7) Passport and Alien Registration (1 copy for each)
 8) Personal Identification Certificate to prove that the applicant is a foreign national
    : Passport or ID Card, Driving License, residential license of the residing country
 9) Arrival/Departure Information
 10) TOPIK Certificate Higher than Lvel 3

  ※ All documents should be submitted in original form, and any copied documents should be 
nautarized

  ※ All documents written in other than English language should be translated into Korean and 
should be nautarized after translation

2. Application Fee (Including Document Screening Fee): Exemption
3. Application Qualification

Applicants must satisfy all requirements below
A. NIIED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KGSP) fellows
B. Both Parents are foreign nationals
C. Graduate(or graduate - to - be) of high school who completed overall 

education courses of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for 
more than 12 years

※ In case the country of the applicant ha a school system of less than 12 
years, applicant who completed overall course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an apply.

4. Documents for Admission 
Applicants must satisfy all requirements below

5. Application Schedule: will follow the NIIED's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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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pplication Information: 

Classification
In-depth   
Interview

Total Reference

Batch   total 100% 100% Document examination: Pass /Fail

7. Inquiries:

 ◉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Ms. Jae-Eun Kim, Assistant Direcotr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 152 Yulkok Hall
  San 5 Woncheon-Dong Yeongtong-Gu 
  Suwon, Korea
  Tel: 031-219-2925  Fax:031-219-2924
  Email: admission@ajou.ac.kr
  Website: www.ajou.ac.kr or www.ajou.ac.kr/english

◉ Office of Admissions 
    Tel: 031-219-2024

INSTRUCTIONS FOR APPLICANTS 

 

1. Guidelines for Filling out Application Form
1) The application form may be submitted only online
2) You must check the correct name of the division to apply for under college 

and schools and specify it in the Application form
3) Any disadvantage due to the failure to correctly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or 

submit all necessary documents is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applicant
4) The examination admission number is generated automatically
5) The identification photo must be uploaded in the JPG format at the time of 

application

2. Procedures for Application
1) Online

Log into the Ajou University website (www.iajou.ac.kr), click NOTICES
Submit the application on the JINHAK website (www.jinhakapp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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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og in (if you are a none-member, please register as a member first)
3) Select Ajou University
4) Check instructions for Application
5)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and upload the identification photo
6) If you are given with the examination admission number, your application has 

been successfully submitted
7) Print out the examiniation admission ticket and the document envelope
8) Submit documents: Submit necessary documents by the deadline, use 

registered post or door-to-door delivery service, or pay a visit to the office
※ You can correct  or change personal information or identification photo after 

the completion of payment for application fees during the application period.  
No change is allowed after the closing of the application(You cannot change 
the type of the selection method and the division)

3. Instruction for Application
1) The applicant must specify and rank perferred majors on the Application form 

(first preference, second preference and third preference)
2) The examniation admission ticket must be kept by each appliant, and it can 

be re-printed out from the application submission website if needed
3) During the application period, the application can be made around the clock, 

but only until 5:00pm on the last day
4) The interview date will be notified individually after the submission of 

applictions
5) For inquirie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031-219-2925 Fax: 031-219-2924 
Office of Admssions: 031-219-2024 Fax: 031-213-5174

4. Instructions for the Submission of Documents
All documents must bhe submitted by the deadline (The applicant must take 
all responsibilities for the failure to do so)
When submitting the documents, put them in a regular business envelope and 
cover it with the application envelope cover printed out at the time of 
application.  Tick off the items specified on the cover(use reistered post or 
door-to-door delivery service, or pay a visit to the office)
All submissions must be original documents.  In the case copies have to be 
submitted, each copy must bear the issuer's stamp certifying it to be a true 
and exact copy of the original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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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nnoucement of Successful Applicants
The admitted applicants shall be notified of the result individually

6. Dormitory Move-in information
Students on the government scholarship can stay at the On-Campus dormitory.  After 
the announcement of successful scholarship candidates, the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for dormitory rooms will be provided.
Dormitory type's and fees: 

Room Type Dorm Fee Reference

Hhwahong Hall

(Int'l Dormitory)

Double
Semeser 780,000KRW

Meals not included
Vacation 465,000KRW

Quardruple
Semeser 525,000KRW

Vacation 360,000KRW

※ PC Room, Dining Hall, CVS, Studying Room, Small Gymnasium, Resting area, small 
kitchen, washing rooms are located in and out of the dorm building

※ Dorm fees are based on 2011 and could be increased about 5% 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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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세 대 학 교       

☞ 주  소: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 사이트: http://www.yonsei.ac.kr

Ⅰ. 대학소개

  연세대학교는 서울 신촌 캠퍼스와 원주 매지캠퍼스 그리고 인천 국제캠퍼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촌 캠퍼스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

표하는 대학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의 국제화 대학

으로 굳건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1885년 개교 이래 연세대학교는 아시아

의 국제 교육 선두주자로서 전 세계 수많은 교육기관과 교류협력을 통해 고등교

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대학교는 전 세계 60여개 국가 611개 고등교육기

관과 활발한 교류를 해오고 있으며, 올 해 약 4,5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이러한 국제교류를 통해 QS 대학평가, The Times 

대학평가 및 상해교통대 대학평가 등에서 국내 최고의 사립대학이라는 우수한 평

가를 받았습니다. 국제하계대학, 교환프로그램, 단기교환 프로그램, 한국어학당 

등 우수한 국제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

고 있으며, UIC, GSIS, GMBA 등의 영어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인재 유

치와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는 1000여개가 넘는 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버드, 스탠포드, 콜럼비아 등의 미국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뛰어난 교수진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진을 자랑하고 있습니

다. 이를 통해 굳이 외국에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노벨상 수상 석학을 초청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외국

인 유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Ⅱ. 입학 안내

1.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원서

및

서류

제출

등기우편,

 택배 또는 

직접 제출

 2011. 12. 2(금) 

17:00까지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일괄 접수

  (우)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입학처

(백주년기념관) 외국인 전형 담당자 앞

  (Office of Admissions,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

합격자 발표 2012. 1. 6(금) 이전
 - 합격자에 한해 원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개별 공지함

 -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일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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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으로서 국내 ․ 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부 또는 모와 지원자가 대만 국적을 소지한 경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

국인과 동일한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외 교육과정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학교로, 7학년에서 9학년까

지는 중학교로, 10학년에서 12(13)학년까지는 고등학교로 봅니다.) 

    ○ 초․중․고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 출신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우리나라의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

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에 한해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

정합니다.

3. 전형 방법

    (1) 고등학교 성적, 자기소개서, 추천서, 수상경력, 자격증, 한국어수학 대학평

가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격자를 선발하며 지원자에게 확인할 내

용이 있을 경우 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연세대학교를 1지망 대학으로 선택한 지원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4. 제출서류 안내

    (1) 입학원서 (소정양식)

    (2) 자기소개서: 소정양식으로 전형 요강 5쪽에 있으며 입학안내 홈페이지 에

서 내려 받아 사용합니다.

    (3) 추천서

    (4)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5) 여권 사본 및 외국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6) 기타 서류: 수상경력, 각종 어학능력 증빙 서류, 각종 자격증 등

    (7)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

하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②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영어)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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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학과 ․전공 모집단위 모집인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모집단위 별 
약간 명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노어노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사학과  사학과

  철학과  철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  심리학과

상경대학

  경제학전공  경제학부

  응용통계학과  응용통계학과

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자기소개서는 한국어 서식에 한국어나 영어로 지원자가 스스로 작성해야 

하며 표절 의혹이 있는 경우 서류평가에서 감점하거나 최하 점수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④ 합격 여부를 이메일로 안내하므로 원서 접수 시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⑤ 전형 요강에 정해진 날짜까지 우리대학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불합격처리합니다.

5. 한국어능력 관련 안내

     (1) 입학 후  ‘기초글쓰기’ 과목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2) 이수학점 제한 안내 : 합격 이후 다음과 같이 이수 학점이 제한됩니다.

     

한국어능력*  정규과정 수강학점 비고

1급 수료 3학점 이하 한국어학당 정규 과정 반드시 이수

2급 수료 6학점 이하 한국어학당 정규 과정 반드시 이수

3급 수료 9학점 이하 한국어학당 정규 과정 반드시 이수

4급 수료 12학점 한국어학당 연수 선택 가능

5급수료 이상 일반학생과 동일
6급수료자는 학사지도교수의 승인하에 3학점을 

초과수강신청할 수 있음

     * 한국어능력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정규과정 등급 기준임

     ※ TOPIK, KLPT, KPE, 외국인 전형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언어연구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 수료증명만 

한국어능력 증빙자료로 인정합니다. 

6. 모집단위(서울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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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학과 ․전공 모집단위 모집인원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학과

이과대학

  수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화학과

  지구시스템과학과  지구시스템과학과

  천문우주학과  천문우주학과

  대기과학과  대기과학과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전공  화공생명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전기전자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공학(4년제)  건축공학과

  도시공학전공  도시공학과

  토목․환경공학전공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기계공학전공  기계공학부

  신소재공학전공  신소재공학부

  정보산업공학전공  정보산업공학과

  컴퓨터과학전공  컴퓨터과학과

생명시스템

대학

  시스템생물학과  시스템생물학과

  생화학과  생화학과

  생명공학과  생명공학과

신과대학   신학과  신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사회학과

  문화인류학과  문화인류학과

  신문방송학전공   언론홍보영상학부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의류환경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주거환경학과  주거환경학과

  아동․가족학과  아동․가족학과

  생활디자인학과  생활디자인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과

    ※ 유의사항

     (1) 제1지망 모집단위와 제2지망 모집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공과대학 모든 전공은 ‘공학교육 인증평가(ABEEK)'에서 교육 인증 승인을 

받았습니다(단, 토목․환경공학전공은 토목공학, 화공생명공학전공은 화학

공학, 신소재공학전공은 금속시스템공학 및 세라믹공학, 정보산업공학전

공은 산업공학 인증을 받았음).

     (3) 건축공학과는 세부전공[건축공학(4년), 건축학(5년)]으로 구분되며 건축공

학(4년)전공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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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형료  :  없음(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서류일괄 접수)

8. 연락처

     (1) 담당자 : 이상화

     (2) 전화 : +82-2-2123-4131

     (3) 팩스 : +82-2-2123-8614

     (4) 주소 : 120-749,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입학처(백주년기념관)

     (5) email : ysadms@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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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번호

자 기 소 개 서

￭ 지원자 기재사항

성   명 생년월일

고등학교명          

최종 해외학교명 및 소재국가   

지원 모집단위       서울캠퍼스                          

20  년     월     일 

연세대학교 외국인 정부초청 장학생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지원자 본인이 사실

에 입각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으며 대필 또는 표절이 발견될 경우 이에 따

른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지원자                  자필 서명

연세대학교 총장 귀하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지원자 본인이 사실에 입각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필 또는 표절 사

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2. PC를 이용하거나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3. 반드시 본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십시오.

   (서식은 우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본 서식의 1, 2, 3번 문항은 지원자 전원이 작성하며 4번 문항은 해당자에 한해 

작성합니다.

5. 해당 문항의 지시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며 분량은 정해진 서식(2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6. 표지와 본문이 분리되지 않도록 좌측 상단을 staple로 철해 주십시오.

7. 자기소개서는 입학 전형 및 입학 후 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되며, 비공개 문서로 관

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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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번호

1. 진학동기

    가. 우리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나. 연세대학교 입학 이후의 장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2. 단체 활동

    가. 중․고교 수학 기간 중 또는 고교 졸업 이후 참여한 교내/외 단체 활동 경험을 쓰고,

    나. 활동 경험이 지원자 개인 또는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본인의 역할과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하십시오.



- 335 -

  수험번호

3.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

    가. 지원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인, 한국 사회 또는 한국 문화의 특징을 

기술하십시오.

    나. 한국 대학 입학 이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기술하십시오.

4. 기타(해당자에 한하여 기술함)

    가. 위 내용 이외에 지원자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사항이 있거나 자유롭게 

추가로 작성할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나. 고교 졸업 후 어떤 일(진학, 취업 등등)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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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 University   

☞ Address: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Korea

☞ Website: http://www.yonsei.ac.kr

I. Yonsei University

Yonsei campuses are in Shinchon in Seoul, Maeji in Wonju and Songdo 

in Incheon. The Shinchon campus has taken the role as a center of 

youth culture in the heart of Seoul, the capital of South Korea. Yonsei 

University is one of Korea's most prestigious universities and recruits 1% 

of top high school undergraduates, and it is also well known as the 

most globalized University in Korea.

Since its founding in 1885, Yonsei University has been synonymous with 

international education and exchange in Asia. As the most 

internationalized and open institution of higher learning in Korea, Yonsei 

by far enjoys the longest history of international education in Korea with 

the most extensive network of exchange partners world-wide. 

Yonsei maintains the most extensive international network in Korea with 

618 partner institutions in 60 countries and educates the largest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among Korean universities, with nearly 4,500 

students in the academic year 2010. In addition, Yonsei University 

currently ranked as the top private university in Korea in the 2010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published by The Times Higher Education 

Supplement and in The 2010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by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provides excellent global programs for international 

students. Its English-based degree programs include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 the highly selective four-year undergraduate school 

which serves as an intimate, elite setting within the larger institution of 

Yonsei,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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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owned for its global competitiveness, and Global MBA, the MBA 

program that is reflective of the modern business environment of the 

world. Yonsei University also offers the most comprehensive and 

modernized international non-degree programs for ambitious international 

students, which include the Exchange Program, Study Abroad Program, 

Tailor-Made Programs, International Summer School, and the various 

Korean language programs of the Korean Language Institute. 

International students participating in Yonsei University’s extensive 

degree and non-degree global programs get the valuable opportunity to 

receive the best international education in Asia through its globally 

renowned faculty members and innovative and extensive curriculum, with 

over 700 courses taught in English. For instance, a significant number of 

top economists, including 2007 Economics Nobel Laureate Eric Maskin, 

will soon be joining the faculty of Yonsei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In addition, UIC, GSIS, and Global MBA professors form a unique and 

highly distinguished faculty from leading universities, including Harvard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and Columbia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also offers students a rigorous, globally-focused curriculum that can 

guide students to excel in their respective fields on an international level.

Ⅱ. Admission 

1. Admission schedule

Note Date Reference

Application 

& 

Submission

Mail or

Direct
 by 2nd Dec. 2011

  (우)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입학처

  (백주년기념관) 외국인 전형 담당자 앞

  (Office of Admissions,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

Announcement 6th Jan. 2012  Email notice to successful candidate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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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ligibility Requirements

   (1) Applicants should have completed 12-year (or mor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outside of Korea or in international schools 

   (2) Must be a KGSP student

   (3) Both applicants and applicant's parents should be non-Korean since 

at least the beginning of the applicants' elementary school education.

   (4) Dual citizenship with Korea is not allowed.

3. Application Review Process

   (1) Application submission

   (2) Receipt confirmation

   (3) Document Review  *interview is available when it is necessary.

   (4) Acceptance announcement

4. Required documents

   (1) Application form(use the designated form)

   (2) Self-introduction(use the designated form)

   (3) Recommendation 

   (4) Official certificate of High school and transcript

   (5) Copy of passport and Alien registration card

   (6) Other certificates proving applicant's scholastic achievements

       *Prize records, Score reports of recognized tests, etc

   (7) Documents which are not in Korean or English should be translated 

and notarized in Korean or English.

   (8) Applicants must write a self-introduction by him/herself, it is possible 

to get a big disadvantage if there is any plagiarism.

   (9) Applicants must submit any official certificate to prove their birth 

date and name if there is any discordance in documents.

   (10) Please confirm the contact information such as email and phone number.

   (11) Admission will be canceled if a student who has been granted 

admission, is found to have applied through illegal means, such 

as submission of false/forged documents or altered representation 

of application eligibility.

   (12) Evaluation scores for admission will not be dis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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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Major Section Quarter

Liberal Arts

  Korean Language & Literature  국어국문학과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중어중문학과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영어영문학과

  German Language & Literature  독어독문학과

  French Language & Literature  불어불문학과

  Russian Language & Literature  노어노문학과

  History  사학과

  Philosophy  철학과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문헌정보학과

  Psychology  심리학과

Economics
  Economics  경제학부

  Applied Statistics  응용통계학과

Business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과

Science   Mathematics  수학과

   (13) Documents in another language should be accompanied be a notarized 

English or Korean translation.

   (14) Other details regarding application process and review will be 

determined by the admissions assessment committee pursuant to 

our admissions procedure and regulation.

5. Korean Language

   (1) All successful candidate must register the Basic Korean writing class 

after registration at Yonsei University.

   (2) Please refer to these Yonsei regulations regarding Korean language 

ability.

Korean Language level  Restriction Note

Level 1 Under 3 credits Must attend Language course

Level 2 Under 6 credits Must attend Language course

Level 3 Under 9 credits Must attend Language course

Level 4 12 credits Choose attending Language course

Level 5 ~ 6 -

Level 6 : Possible to take additional 

3 credits under confirmation of 

academic advisor

 * Only TOPIK, KLPT, KPE and Korean Language certificate at Yonsei 

Korean Language Institute will be accepted. 

6. Fields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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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Major Section Quarter

  Physics  물리학과

  Chemistry  화학과

  Earth System Sciences  지구시스템과학과

  Astronomy  천문우주학과

  Atmospheric Sciences  대기과학과

Engineering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화공생명공학부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ing  전기전자공학부

  Architectural engineering(4 year)  건축공학과

  Urban planning & engineering  도시공학과

  Civil & environmental enginnering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Mechanical enginnering  기계공학부

  Material science & enginnering  신소재공학부

  Information & Industrial enginnering  정보산업공학과

  Computer sciences  컴퓨터과학과

Life science & 

Biotechnology

  Biology  시스템생물학과

  Biochemistry  생화학과

  Biotechnology  생명공학과

Theology   Theology  신학과

Social 

sciences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studies  정치외교학과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과

  Sociology  사회학과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과

  Mass communication  언론홍보영상학부

Human 

Ecology

  Clothing & Textiles  의류환경학과

  Foods & Nutrition  식품영양학과

  Housing & Interior design  주거환경학과

  Child & Family studies  아동․가족학과

  Human environment & Design  생활디자인학과

Nursing   Nursing  간호학과

  *References

   (1) Applicants may have 2 options to choose but it must be separated.

   (2) College of Enginnering have official education recognition, ABEEK.

   (3) Applicants of Department of Architecture should choose architecture 

major within 4 year period.

7. Application fee : Waived

8. Contact Information

   (1) Coordinator : Lee, Sang Hwa (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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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el number : 2123-4131

   (3) Fax number : 2123-8614

   (4) Address : 120-749, 262 Seongsanno, Seodaemun-gu, Seoul, Korea

   (5) Email address : ysadms@yonsei.ac.kr 

Ⅲ. Useful Information

1. Dormitory

   (1) Muak dormitory : 800,000 KRW/Semester

     ① website: http://web.yonsei.ac.kr/housing

     ② contact information: 2123-3602, goury@yonsei.ac.kr

   (2) SK GLOBAL HOUSE : 1,540,000 KRW/Semester

     ① website: http://ih.yonsei.ac.kr

     ② contact information: 2123-7481, y-ih@yonsei.ac.kr 

2. Scholarship

   (1) You will be given many opportunities to get more scholarships from 

Yonsei.

   (2) Shinhan bank, Wooribank, LG, POSCO, Samsung, KEB offers diverse 

scholarships for Yonsei international students.

3. Part-time job

   (1) You are able to work on campus.

   (2) 20 hours per week and no restriction during the vacation.

  

Ⅳ.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OIA) manages international activities 

such as student orientation, Global day, Athletic Competition, Global 

Festival, Korean Singing Contest and annual field trip. The OIA also 

takes a keen interest in the academic and extracurricular pursuits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assists them in adapting to Korean culture 

and Yonsei environment. 

    (1) Manager : Mr. Kevin Son(2123-6492, isss@yonsei.ac.kr)

    (2) Website : http://oi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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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번호

자 기 소 개 서

￭ 지원자 기재사항

성   명 생년월일

고등학교명          

최종 해외학교명 및 소재국가   

지원 모집단위       서울캠퍼스                          

20  년     월     일 

연세대학교 외국인 정부초청 장학생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지원자 본인이 사실

에 입각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으며 대필 또는 표절이 발견될 경우 이에 따

른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지원자                  자필 서명

연세대학교 총장 귀하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지원자 본인이 사실에 입각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필 또는 표절 사

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2. PC를 이용하거나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3. 반드시 본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십시오.

   (서식은 우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본 서식의 1, 2, 3번 문항은 지원자 전원이 작성하며 4번 문항은 해당자에 한해 

작성합니다.

5. 해당 문항의 지시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며 분량은 정해진 서식(2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6. 표지와 본문이 분리되지 않도록 좌측 상단을 staple로 철해 주십시오.

7. 자기소개서는 입학 전형 및 입학 후 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되며, 비공개 문서로 관

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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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번호

1. 진학동기

    가. 우리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나. 연세대학교 입학 이후의 장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2. 단체 활동

    가. 중․고교 수학 기간 중 또는 고교 졸업 이후 참여한 교내/외 단체 활동 경험을 쓰고,

    나. 활동 경험이 지원자 개인 또는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본인의 역할과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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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번호

3.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

    가. 지원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인, 한국 사회 또는 한국 문화의 특징을 

기술하십시오.

    나. 한국 대학 입학 이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기술하십시오.

4. 기타(해당자에 한하여 기술함)

    가. 위 내용 이외에 지원자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사항이 있거나 자유롭게 

추가로 작성할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나. 고교 졸업 후 어떤 일(진학, 취업 등등)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하십시오



2012학년도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입학 전형

연세대학교 입학 원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국적

집주소

 
지
 
 

원
 

성명

사진부착

외국인등록번호           

영문 성명

성별 

수  험   번  호

지원자격 구분 대학지망(1~3지망)

1지망 모집단위 2지망 모집단위

본인은 이상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연세대학교 총장 귀하

비상연락전화번호1 비상연락전화번호2

yyyy년 mm월 dd일

지원자 성명 :                 (서명)

전자우편

최종고등학교

최종고교 소재국 고교졸업(예정)년도

비상연락망 주소

집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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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석 대 학 교   

☞ 주  소: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번지

☞ 사이트: www.woosuk.ac.kr

I. 우석대학교

1. 우석대학교 소개

개교년도 1979

학과구성

학사 과정                

8개 단대 57개 학과 및 2개 학부 

석·박사 과정

61개 석사과정, 10개 박사과정

학생 수
8,394명 (2010년 10월 기준)

(학과(부)생 : 7,784명 대학원생 : 610명)

외국인 유학생 수

973명

(학과(부)생 : 748명, 대학원생 : 123명, 

학점교류 및 어학연수생 : 102명)

교직원 402 (교원 : 287명, 직원 : 115명)

특성화 분야 건강보건분야, 식품생명분야, 스포츠웰빙분야

2. 최근 우석대학교 업적

(1) 2010년

   ① 법무부 지정‘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거점운영기관 선정 

   ② 교육과학기술부 2010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선정

(2) 2009년

   ① 교육과학기술부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② 교직과정 설치대학 평가 우수대학 선정

   ③ 국내최초 식품과학대학 설치

(3) 2008년

   ① ASEF와 ASEM 국제대학 설립 양해각서 체결

   ② 법무부지정 ABT(Active Brain Tower) 대학 선정

   ③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3년 연속 전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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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집요강

1. 지원 및 지원서 제출 : 우석대학교 국제교류센터

주소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번지

2. 제출서류

     (1) 지원서 (소정양식)

     (2) 자기소개서 (소정양식)

     (3) 수학계획서 (소정양식)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5) 여권사본

     (6) 공인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3. 모집학과 

단대 학과

보건복지대
작업치료학과, 제약공학과, 화장품비부미용학과, 아동복지학과, 심리학과, 

실버복지학과, 경찰행정, 정보보완학과

문화사회대

한국어과, 문예창작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조경도시디자인학과, 패션뷰티

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신문방송학과, 유통통상학부, 호텔항공

관광학부

식품과학대 식품영양학과, 식품생명공학과

과학기술대
케임컨텐츠학과, 화학응용학과, 토목건축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체육과학대 레저스포츠학과, 태권도학과, 경호비서학과

사범대
교육학과, 특수교육학과, 컴퓨터교육학과, 유아특수교육학과

수학교육학과

4. 유의사항

     (1) 신청서를 비롯한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A4 

규격이어야 함

     (2) 각종 증명서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것이 아닐 경우 반드시 공

증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공증본이 있을 경우, 공증본을 원본 뒤에 정

렬함 

     (3) 지원서 제출 시 모집요강 지원 서류 목록 순으로 정렬하도록 하고, 클

립으로 철하도록 함

     (4)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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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미비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함

      (6) 공인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가 5급 이상일 경우 한국어 연수없이 

우석대학교 신입학 가능. 5급미만일 경우 일정기간동안 한국어연수과

정을 이수해야 함

Ⅲ. 문의사항

   1. 담당자 : 국제교류센터 유준홍 직원

   2. 사무실 : +82-63-290-1078

   3. 팩스 : +82-63-290-1122

   4. 이메일 : global@woosuk.ac.kr

   5. 주소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번지 우석대학교 국제교류센터

Ⅳ. 기타 중요사항

1. 입국

(1) 선발된 장학생은 학기 시작 1주일 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2) 장학생은 입국 전에 한국어 및 한국의 기후, 관습, 문화 등의 사전 연

구가 필요함

   ☞ 유용한 사이트

   ▪ 한국어학습           http://www.kosnet.go.kr            

   ▪ 한국문화이해        http://korea.net            

   ▪ 입국 및 체류        http://immigration.go.kr         

(3) 입국 비자는 한국 입국 전에 학생 본인이 발급받아야 함

① 우석대학교 입학허가를 득하면, 우석대학교에서 학생비자 발급 관련 

서류 일체를 해당학생에게 우편으로 발송

②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발급한 초청장 및 우석대학교에서 우편으로 발송

한 서류를 지참하고 출신국 한국공관 영사과에 학생 비자 신청

(4) 장학생 입국기간에 맞추어 인천공항 픽업서비스 제공

2. 기숙사 

(1) 대한민국 정부초청 장학생은 우석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함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 3인 1실 또는 4인 1실 가능

(2) 우석대학교 기숙사비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지원하는 생활비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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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ing Philosophy Even a pot of gold is not worth a handful of learning

Year of Establishment 1979

Academic Structure

Undergraduate Course                 

Eight Colleges with 57 Departments and two Faculties

Postgraduate Course

Three Graduate Schools offering 61 master and

10 doctorate programs

Number of Students
8,394 (as of October 2010)

(7,784 undergraduates and 610 postgraduates)

Numbers of 

Foreign Students

973

(748 undergraduates, 123 postgraduates and   

102 students on the language and credit exchange

programs)

Number of the Staff 402 (Academic : 287, Administrative : 115)

Specialized Areas Health and Welfare, Food and Life, Sports and Wellbeing

Woosuk University   

☞ Address: 443 Samryero Samrye-eup, Wanju-gun, Jeonbuk 565-701, KOREA

☞ Website: www.woosuk.ac.kr

I. WOOSUK UNIVERSITY

1. General Information about Woosuk

    Woosuk is small enough to have professors who know you by name 

and help you get accustomed to campus life. On the other hand, it 

is big enough to have professors who are recognized nationally and 

globally in their fields.

2. Recent Achievements

(1) Year 2010

   ① Selected as a Local Management Institution for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by the Justice Ministry

   ② Selected as a Host Institution for International Invitational 

Training for University Students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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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Departments

Health and 

Welfare

Occupational Therapy, Pharmaceutical Engineering

Cosmetics and Skin Therapy, Children's Welfare, Psychology,

Seniors' Welfare, , Police Administration, Information Security

Culture and 

Social 

Sciences

Korean Language, Creative Writing, Industrial Design, Landscape 

and Urban Design, Fashion and Beauty, Business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Distribution and Trade, Hotel and Tourism

   ③ Selected as a Recipient Institution of the Awards for Promotion 

of Educational Capacity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 Year 2009

   ①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in Education and Welfare of 

Handicapped Students on the National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② Selected as an Excellent University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on the National Survey of Teacher 

Training Course

Ⅱ. APPLICATION GUIDELINE

1. Place of Submission : Center for Global Relations of Woosuk University

    Address: 443 Samryero, Samrye-eup, Wanju-gun, Jeonbuk 565-701, 

KOREA

2. Required documents

(1) One Completed Application Form (on a prescribed form)

(2) One Self-introduction (on a prescribed form)

(3) One Study Plan (on a prescribed form)

(4) One Copy of Diploma & Transcript from the last school attended

    An original, official high school or university diploma along with 

transcript

(5) One Copy of the Applicant Passport

(6) One Copy of a Certificate of Korean Proficiency (if available)

3. Available De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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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Science Food and Nutrition, Food and Biotechnology

Science and 

Technology

Game Contents, Chemistry,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Mechanical and Automotive Engineering

Electricity and Electronics Engineering

Sports Science Leisure Sports, Taekwondo, Security and Service

Education
Education, Special Education, Computer Educatio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Mathematics Education, 

4. Notes 

(1) Application form and other program materials are to be filled out 

either in Korean or in English. And all of the materials should 

be A4 sized.

(2) The documents such as certificates or credentials issued in languages 

other than Korean or English must include official notarized 

translation, which is to be put before the original. 

(3) When you submitting the documents to Woosuk University, the 

documents should be arranged in the order of the list of the 

required documents stated above.

(4) Submitted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the applicant.

(5) Incomplete or incorrect documents are subject to rejection by Woosuk 

University.

(6) Screening will be done of the required documents only.

(7) If the applicants don't have the certificate of more than TOPIK  

level 5, they are required to take Korean language courses at a 

designated institute by NIIED before undergraduate courses.

Ⅲ. FOR MORE INFORMATION

1. For application & submission of application documents :

Address: Center for Global Relations of Woosuk University

443 Samryero Samrye-eup, Wanju-gun, Jeonbuk 565-701, KOREA

2. Contact (Mr. Jun)

(1) Office : +82-63-290-1078

(2) Fax : +82-63-290-1122

(3) Email : global@woos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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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OTHER IMPORTANT THINGS

1. Entry

(1) Students must arrive in Korea one week before new semester

   begins.

(2) Prior to arrival, students are advised to acquire some knowledge 

about the Korean climate, customs, culture, etc.

   ☞ Useful Websites

   ▪ Korean Language Study http://www.kosnet.go.kr   

   ▪ Korean Culture http://korea.net

   ▪ Entry & Residence http://immigration.go.kr

(3) Students are required to get a visa before arriving in Korea.

① After getting admitted to Woosuk University, a visa package 

will be sent to the applicants.

② Visit the consular section of the Korean embassy or consulate 

in your country of residence with the visa package we send.

 

2. Housing  

(1) All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students are advised to reside 

in Woosuk dormitory.

(2) The dormitory fee will be deducted out of the monthly allowance 

by Woos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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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송 대 학 교   

 ☞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7-2번지 (우) 300-718

 ☞ 사이트: http://www.wsu.ac.kr/

I. 대학소개

1. 우송대학교 소개

우송대학교는 1954년 설립한 학교법인 우송학원을 기반으로 ‘미래사회의 

힘이 되는 대학’이라는 기치아래 특성화교육을 통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1995년 개교하였습니다.

개교이래로 세계 30여 개국 100여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 학생들의 

해외연수파견 및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에 해외IT캠

퍼스를 구축하는 등 세계화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솔아시아서비스융합대학, 철도물류대학, 디지털미디어대학, 보건복지대학, 호

텔외식조리대학 등 6개의 단과대학 체제를 구축하여 특성화된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1,200여 명을 포함하여 총 8,500여 명의 학

생들이 공부하는 대전의 명문 사립대학교입니다.

솔브릿지국제대학은 모든 수업을 100%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30여 개국 

외국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다문화 교육환경을 체험할 수 있으며 외국 명문

대 출신의 교수진을 배경으로 아시아 최고의 국제경영대학을 목표로 삼고 있

습니다. 또한 미국 조지아 공대 및 북경외국어대학과 2+2 복수학위제도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솔아시아서비스융합대학은 희망자 전원 북경외국어대학으로 1년 간 유학을 

갈 수 있으며 Open Platform 교육시스템으로 자유로운 전공을 선택 할 수 있

습니다.

우송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1년 4학기제를 시행하여 3.5

년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으며 방학을 이용한 부전공, 복수전공, 국가자격증 과

정과 0.5년 국내외 인턴쉽 및 취업능력 강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업경쟁력

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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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04. 17 학교법인 우송학원 설립

1954. 07. 26 대전동중학교 개교

1954. 07. 26 대전상업고등학교 개교

1963. 01. 28 우송정보대학 개교

1963. 01. 28 우송공업대학 개교

1972. 12. 26 서대전고등학교 개교

1982. 11. 22 우송유치원 개원

1995. 03. 01 제1대 총장 취임

1995. 03. 08 우송대학교 개교

1997. 03. 01 서울디자인교육센터 개원

1998. 08. 25 우송외국어교육센터 개원

1999. 04. 30 우송테크노디자인센터 및 우송어학센터 개원

1999. 10. 22 우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개원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국내 200여 개 

대학 중 11개 대학 선정)으로 선정되어 4년간 100억 원을 지원받으며, 또한 2

년 연속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어 26억 원을 지원받는 등 총 126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2010년에는 한식조리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국고 24억 포함 총 37억 원 

투자-농림수산식품부) 및 2년 연속 한식 스타쉐프 양성교육기관(농림수산식품

부)으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에는 대학 유일 철도기관사 자격취득 교육기관

(국토해양부 지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송대학교는 대외적으로 대학교육의 변혁을 주도하고, 내적으로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우송대학교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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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05. 24 우송창업보육센터 개원

2001. 07. 02 우송IT교육센터 개원

2002. 11. 01 우송크리닉센터 개원

2003. 01. 21 대전시 지정 평생교육기관 선정

2003. 07. 17 한중IT 교육센터 개원(중국)

2003. 07. 21 교육부 특성화우수대학 “최우수대학”선정

2004. 05. 25 한베IT 교육센터 개원(베트남)

2004. 06. 16
교육인적자원부 NURI사업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선정

2004. 11. 23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의 학연협약 체결

2006. 01. 17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와의 학연협약 체결

2007. 04. 30 우송공자아카데미 개원

2007. 09. 01 솔브릿지 국제경영교육원 개원

2008. 03. 01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개교

2009. 09. 15
교육과학기술부 누리사업(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사업단 선정”

2010. 03. 17
2010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약 32억원 국고지원)

2011. 05. 05
2011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선정 

(4년 총100억원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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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집요강

1. 지원 자격

- 2012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고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모집학과

모  집  단  위 전     공

1 솔 브 릿 지 국 제 대 학 International Business학부
Convergence Management 전공

Asia Management 전공

Global Business 전공

2

솔아시아서비스융합

대 학

국 제 경 영 학 부
전략경영전공

창업경영전공

3 글 로벌서비스경 영학부
서비스경영전공

글로벌SCM전공

4 I T  경 영 학 부
정보시스템전공

기술경영전공

5

철 도 물 류 대 학

철 도 경 영 학 과 　

6 철 도 전 기 시 스 템 학 과 　

7 철 도 건 설 시 스 템 학 과 　

8 철 도 차 량 시 스 템 학 과 　

9

디 지 털 미 디 어 대 학

컴 퓨 터 정 보 학 과 　

10 게 임 멀 티 미 디 어 학 과 　

11 미 디 어 디 자 인 학 부
디지털디자인전공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12 방 송 미 디 어 학 부
방송영상제작전공

스마트TV방송전공

13 건 축 디 자 인 학 과 　

14 건 축 공 학 과 　

15

보 건 복 지 대 학

사 회 복 지 • 아 동 학 부 　

16 작 업 치 료 학 과　 　

17 언어치료•청각재활학부
언어치료전공

청각학전공

18 보 건 의 료 경 영 학 과　 　

19 스 포 츠 건 강 관 리 학 부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스포츠경영학전공

20 뷰 티 디 자 인 학 과　 　

21

호 텔 외 식 조 리 대 학

외 식 조 리 학 부
외식조리전공

제과제빵전공

22 글 로 벌 한 식 조 리 학 과 　

23 외 식 산 업 경 영 학 과 　

24 외 식 조 리 영 양 학 부
식품영양학전공(외식조리부전공)

식품조리가공정공

25 호 텔 관 광 경 영 학 과　 　



- 357 -

3.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어 혹은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지원자에 해

당하지 않는 항목에는 “-” 표시를 할 것. (솔브릿지 국제대학 지원자의 

경우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1) 입학지원서* (붙임 1-1, 1-2)

(2) 자기소개서 (붙임 2)

(3) 추천서 1부

(4) 여권사본

(5)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6)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혹은 졸업예정증명서

(7) 공인어학 성적표

(8) 개인이력서 (붙임 3)**

   * 솔브릿지 국제대학 지원자의 경우 솔브릿지 입학지원서 작성 요망

   **솔브릿지 국제대학 지원자는 제외

4. 선발평가방법

- 심사위원 2인의 종합적인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장학생 선발.  

(1) 서류평가: 학업성적, 공인어학성적,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심사하되, 학업성적은 고등학교 전학년 평균 성적이 백분율 

80% 이상인 자 혹은 동일학년 상위권 10%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선

발.

(2) 면접평가: 지원학과에 대한 지원동기가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 

외국어 말하기 능력 등의 학과별 자체 기준에 의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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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업무담당자 연락처

1. 해당부서: 우송대학교 글로벌센터

2. 업무담당자

업무명 부서명 담당자명 직위
전화

(+82-42)

팩스

(+82-42)
E-mail

장학생

후보선발

글로벌

센터

Richard

G.Johnson

Executive

Director
630-8822 629-6609

rjohnson

@solbridge.ac.kr

입국지원
글로벌

센터
차 유 미 직 원 630-9335 629-6609

yumi

@solbridge.ac.kr

한국어

연수

한국어

교육원
임 명 옥 실 장 629-6698 629-6674

5252imo

@hanmail.net

장학관리
글로벌

센터
김 중 호 직 원 629-6617 629-6609

kjoon

@wsu.ac.kr

생활관리
유학생

관리팀
이    연 팀 장 629-6598 629-6609

liyan7100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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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song University   

☞ Address: 17-2 Jayang-dong, Dong-gu, Daejeon 300-718, South Korea

☞ Website: http://english.wsu.ac.kr/

I. University Introduction

1. Introduction

With over a half century of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management field, the Woosong Educational Foundation established 

Woosong University in 1995 under the motto "Paving the Way to a 

Stronger and Brighter Future." Equipped with a spirit of ambition and 

challenge, Woosong University provides a gateway to knowledge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future generations.

Since its establishment, Woosong signed with more than 100 sister 

universities from over 30 countries around the world, sends students 

abroad, operates joint degree programs, established an overseas IT 

campus in China and Vietnam and is becoming the forefront of global 

education. Woosong established 6 colleges: SolBridge International 

School of Business, the College of Asia Service Management, the 

College of Railroad and Transportation, the College of Design Media, 

the College of Health and Welfare, the College of Hotel and Culinary 

Arts. While operating a specialized educational system, Woosong has 

8,500 students, including 1,200 exchange students, and is Daejeon’s 
prestigious private university.

SolBridge International School of Business is unique in many ways, 

not only to Korea, but to all of Asia. The business school was 

established with a vision to prepare students to be globally employable 

by incorporating unique aspects of a tertiary business education in 

Asia. These values are:

① All courses are taught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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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nternational professors from 14 nations represent 80% of the faculty

③ Curriculum modeled after American business schools with a focus 

on business in Asia

④ A multi-cultural student body of 500 students from 30 countries; 

80% are non-Koreans

In the College of Asia Service Management, any interested students 

can study abroad at the 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isty and can 

easily select a major through the Open Platform education system.

In order to increase students’ job aspects, Woosong University 

operates a 1 year, 4 semester program and students are able to 

graduate in 3.5 years. Woosong also helps students’ future prospects with 

minors, double majors, national certifications, 6 month internships 

abroad, and career development programs during vacation periods.

Woosong University was awarded the 2011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s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award, 

receiving US $9.4 Million over the next four years and a consecutive 

"University Education Capacity Building Project" award for US $2.5 

Million, totaling approximately US $12 Million.

Out of 200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11 were selected. Woosong 

University received an above average assessment due to its international 

programs and the 4 semester process, making Woosong the first 

university to distinctively model a year-long educational program.

In 2009, Woosong was selected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as the only institution to train 

qualifying railroad engineers.

Woosong University is externally taking the lead in revolutionizing 

university education and internally producing a new vision for the 

global era in the 21
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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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04. 17 Woosong Educational Foundation established

1954. 07. 26 Opening of Daejeon Dong Middle School

1954. 07. 26 Opening of Daejeon Commercial High School

1963. 01. 28 Opening of Woosong Information College

1963. 01. 28 Opening of Woosong Technical College

1972. 12. 26 Opening of Seodaejeon High School

1982. 11. 22 Opening of Woosong Kindergarten

1995. 03. 01 The Inauguration of the first President

1995. 03. 08 Opening of Woosong University

1997. 03. 01 Opening of Seoul Design Education Center

1998. 08. 25 Opening of Woosong Foreign Education Center

1999. 04. 30
Woosong Techno-Design Center and Woosong Language 

Institute established

1999. 10. 22
Continuing Education Center founded as an affiliated 

center of Woosong University

2000. 05. 24 Opening of New Business Information Center

2001. 07. 02 Opening of Woosong IT Education Center

2002. 11. 01 Woosong Health Clinic Center founded

2003. 01. 21 Selected as Continuing Education Center in Daejeon City

2003. 07. 17 Opening of Korea-China IT Education Center in China

2003. 07. 21 Selected as a specialized excellent university.

2004. 05. 25 Opening of Korea-Vietnam IT Education Center in Vietnam

2004. 06. 16
Selected by NURI of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4. 11. 23
Education-Industry Cooperation with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2006. 01. 17
Education-Industry Cooperation with Daejeon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

2007. 04. 30 Opening of Woosong Confucius Academy

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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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s & Departments Major

1

SolBridge 

International School 

of Busines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 Convergence 

Management

- Asia Management

Global Business

2

College of 

Asia Service 

Management 

Depart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Business Strategy

Entrepreneurship

3
Department of Global Service 

Management

Service Management

Global SCM

4 Department of I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Technology 

Management

5
College of Railroad 

and Transportation

Department of Railroad Business 

and Management
　

6
Department of Railroad Electrical 

System Engineering
　

2007. 09. 01 Opening of SolBridge MIB Program

2008. 03. 01 Openning of SolBridge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2009. 09. 15
Selected the best division by NURI of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0. 03. 17
Selected "2010 University Education Reinforcement Project 

by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05. 05

Selected the 2011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s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award, 

receiving US ＄9.4 Million over the next four years

Ⅱ. Application Guidelines

1. Applicant Qualifications

- High school, February 2012 graduates and high school graduates 

or the equivalent to a high school degree that is acknowledged 

by law. 

2. Departments



- 363 -

7
College of Railroad 

and Transportation

Department of Railroad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8
Department of Railway Vehicle 

System Engineering
　

9

College of 

Design Media

Department of Computer 

Inform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10
Department of Game and 

Multimedia
　

11 Department of Media Design
Digital Design

Communication Design

12
Department of Broadcasting 

System Engineering

Broadcasting 

Production

Smart TV 

Broadcasting

13
Department of Architectural 

Design
　

14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15

College of 

Health and Welfare

Department of Social & Child 

Welfare
　

16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17
Department of Speech/Language 

Therapy & Aural Rehabilitation

Language Therapy

Audiology

18
Department of Health Care 

Management
　

19
Department of Health and Fitness 

Management

Sports Health & 

Fitness

Sports Management

20 Department of Beauty Design 　

21
College of 

Hotel and Culinary 

Arts

Department of Culinary Arts
Culinary Arts

Patissier

22
Department of Global Korean 

Culinary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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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ollege of 

Hotel and Culinary 

Arts

Department of Foodservice 

Management
　

24 Department of Culinary Nutrition

Food science & 

Nutrition (Minor in 

Culinary Arts)

Food Processing

25
Department of Hotel and Tourism 

Management
　

3. Required Documents

- All documents shall be in Korean or English and any  non 

applicable items shall be marked with "-". (SolBridge applicants 

are required to submit all documents in English.)

(1) School application* (Attachment 1-1, 1-2)

(2) Self-introduction (Attachment 2)

(3) Recommendation letter 

(4) Photocopy of passport

(5) High school transcripts

(6) High school diploma or official expected graduation date

(7) Official language proficiency report

(8) Resume (Attachment 3)**

   * SolBridge applicants are required to complete the SolBridge application

   ** SolBridge applicants are exempt

4. Selection Process

- The final candidate will be selected after application and interview 

evaluations by a committee of two.  

(1) Application Evaluation: inspection of school records, official 

language proficiency reports, self-introductions, recommendation 

letter, etc. for a diversified vision; high school records will be 

based on either those with an average score of 80% the 

previous year or those within 10% upper ranking the curren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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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terview Evaluation: evaluation on whether the applicant has a 

clear objective as to why he/she wants to apply, the will and 

ability to solve problems in any situation and foreign language 

skills based on departmental requirements.

Ⅲ. Contact Information

1. Department: Woosong University Global Center

2. Faculty responsibilities

Task Department Name Position
TEL

(+82-42)

FAX

(+82-42)
E-mail

Candidate 

Selection
Global Center

Richard

G.Johnson

Executive

Director
630-8822 629-6609

rjohnson

@solbridge.ac.kr

Entry

Support
Global Center Cha Yumi

Administra

tion
630-9335 629-6609

yumi

@solbridge.ac.kr

Korean 

Language 

Course

Korean 

Language 

Institution

Lim 

Myungok
Director 629-6698 629-6674

5252imo

@hanmail.net

Scholarships Global Center
Kim 

Joongho

Administra

tion
629-6617 629-6609

kjoon

@wsu.ac.kr

Student 

Affairs

Foreign 

Student 

Affairs

Lee Yeon Manager 629-6598 629-6609
liyan7100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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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우송대학교 학부 입학지원서

Attachment 1-1 Woosong University Application form for Undergraduat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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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솔브릿지 국제대학 학부 입학지원서

Attachment 1-1 SolBridge International School of Business Application 

form for Undergraduat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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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자기소개서

<Attachment 2> Self-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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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개인이력서

<Attachment 3> 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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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대 학 교   

☞ 주  소: (680-749)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 사이트: www.ulsan.ac.kr

I. 대학 소개

1. 연혁 및 일반정보

 (1) 설립년도 : 1970년

 (2) 설립자 : 정주영 명예회장(현대그룹 창업자)

 (3) 재단 : 현대중공업(세계 최대 조선업체)

 (4) 학교랭킹

① 정규직 취업률 1위

② 교수·학생비율 1위

③ 공과분야 특성화대학 6위

④ SCI 세계 랭킹 8위

(5) 교수 및 학생 현황

① 교수 : 약 1,000명

② 학생 : 약 13,000명 (국제학생: 약 450명)

(6) 지역적 특성(울산광역시)

① 한국의 산업수도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에너지 등)

②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한국평균 2만불)

 

2. 특성화 프로그램 

(1) 현대중공업 일류화 프로젝트 

① 현대중공업 재정 지원

②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 및 커리큘럼 운영

③ 해당 학부(과)

- 조선해양공학

-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 

- 컴퓨터·정보통신공학 

- 의공학 

- 기계자동차공학 

- 항공우주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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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학부(과) 전공

인문대학

국어국문학부
국어국문학,

한국어문학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

일본어·일본학과 일본어·일본학

중국어·중국학과 중국어·중국학

(2) KCC 일류화 프로젝트 

① KCC 재정 지원

②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 및 커리큘럼 운영

③ 해당 학부(과) : 생명화학공학

(3) 의과대학 프로그램 

① 협력병원 : 서울아산병원(국내 최대 규모)

② 서울아산병원 연계 현장실습 및 커리큘럼 운영

③ 해당 학부(과)

- 의학과

- 간호학과

II. 모집 요강

1. 지원 자격

(1) 2012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장학생

(2) TOPIK 3급 이상 취득자

 * 단, 2013년 2월말까지 TOPIK 3급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본교에서 6개

월 간 추가 한국어연수 후 학위과정 진학이 가능함.

2. 지원 내역

(1) 입학전형료 면제

(2) 입학금 면제

(3) 국제기숙사(신축건물) 최우선 배정

(4) 기숙사비 월별 납부

(5) 정기 문화수업 및 체험학습 진행

(6) 정기 상담시스템 시행

3. 모집단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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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대학

프랑스어·프랑스학과 프랑스어·프랑스학

스페인·중남미학과 스페인·중남미학

역사·문화학과 역사·문화학

철학과 철학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경제학, 

행정학, 

국제관계학, 

사회·복지학, 

법학, 

경찰학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 

글로벌경영학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학

회계학과 회계학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수학

물리학과 물리학

화학과 화학

생명과학부
생명과학, 

의생명과학

체육학부
생활체육, 

운동건강관리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아동·가정복지학, 

주거환경학,

식품영양학, 

의류학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기계자동차공학, 

항공우주공학

조선해양공학부 조선해양공학

산업경영공학부 산업경영공학

전기공학부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의공학

생명화학공학부 화학공학

첨단소재공학부 재료공학

건설환경공학부 건설환경공학

건축대학 건축학부 건축공학

음악대학

음악학부(성악) 성악

음악학부(피아노) 피아노

음악학부(관현악) 관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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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대학

미술학부(동양화) 동양화

미술학부(서양화) 서양화

미술학부(조소) 조소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제품·환경디자인학, 

시각디자인학, 디지털콘텐츠디자

인학)

제품·환경디자인학, 

시각디자인학,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

디자인학부(섬유디자인학) 섬유디자인학

디자인학부(실내공간디자인학) 실내공간디자인학

의과대학 간호학과 간호학

4. 제출 서류

(1) 입학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정부초청장학생 증명서

(5) 한국어능력시험(TOPIK) 증명서

III. 업무 담당자 연락처

박시영 대리 

 - 전화 : 052-220-5957

 - 팩스 : 052-224-2061

 - 휴대폰 : 010-255-5193

 - 이메일 : seanpark@live.com

 - 주소 : (680-749)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IV. 유의사항

1. 입학지원서, 자기소개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서명란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컴퓨터로 입력된 후 출력되어야 함.

2. 모든 공식서류는 한국어교육기관의 원본대조 확인도장이 찍힌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입학이 확정된 후에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3. 접수된 지원서는 취소하거나 지원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4. 제출된 서류에 거짓이 있을 경우, 입학전형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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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Ulsan

☞ Address: 93, Daehak-ro, Nam-gu, Ulsan 680-749 KOREA

☞ Website: www.ulsan.ac.kr 

I. Introduction

1. Facts & Figures

 (1) Establishment: Year 1970

 (2) Founder: Chung Ju Young (Founder of Hyundai Business Group)

 (3) Sponsor: Hyundai Heavy Industries (Largest shipbuilder in the world) 

 (4) Rankings

① 1st
 in Job Placement Rate

② 1st
 in Faculty-Student Ratio 

③ 6th
 among Engineering-focused University Ranking

④ 8th
 in SCI National Ranking

(5) Faculty & Students

① Faculty: 1,000 professor

② Students: 13,000 students (450 international students)

(6) Location (Ulsan Metropolitan City)

① Industrial Capital of Korea (Hyundai Heavy Industries, Hyundai 

Motor Company, SK Energy, etc.)

② GDP per Capita: US $40,000 (Average of Korea: US $20,000)

2. Distinguished Programs

(1) World-Class Dept. Project (Sponsored by Hyundai Heavy Industries) 

① Strong financial support from Hyundai Heavy Industries

② Practical curriculum and field training in collaboration with Industry

③ Departments

-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 Electrical Engineering 

- Computer Engineering & Information Technology

- Biomedical Engineering

- Mechanical Engineering

- Aerospac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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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Unit Department

Humanities

Korean Language &

Literature

Korean Language &

Literature, Korean Languag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2) World-Class Dept. Project (Sponsored by KCC) 

① Strong financial support from KCC

② Practical curriculum and field training in collaboration with Industry

③ Departments: Chemical Engineering

(3) College of Medicine (Sponsored by Asan Medical Center) 

① In partnership with Asan Medical Center(AMC)

② Practical curriculum and field training in collaboration with AMC

③ Departments

- Medicine

- Nursing

II. Admission

1. Qualification

(1) 2012 KGSP fellows

(2) Students with TOPIK level 3 or above

 * Those who cannot receive TOPIK level 3 by the end of February 

will be required to take additional 6-month Korean language class 

at University of Ulsan before getting into the degree course.

2. Benefits 

(1) No application fee

(2) No entrance fee

(3) Priority placement to the new International House

(4) Monthly payment of the dormitory fee

(5) Regular cultural activities & excursions

(6) Regular counseling service

3. Departments(Maj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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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ties

Japanese Language &

Area Studies

Japanese Language &

Area Studies

Chinese Language &

Area Studies

Chinese Language &

Area Studies

French Language &

Area Studies

French Language &

Area Studies

Spanish & 

Latin American Studies

Spanish & 

Latin American Studies

History & Culture History & Culture

Philosophy Philosophy

Social 

Sciences
Social Sciences

Economics, 

Public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Relation,

Social Welfare, 

Law, 

Police

Business 

Administration

Management
Management,

Global Managemen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Accounting Accounting

Natural 

Sciences

Mathematics Mathematics

Physics Physics

Chemistry Chemistry

Biological Science
Biological Science,

Biomedical Science

Physical Education
Sports for All,

Exercise & Health Management

Human 

Ecology
Human Ecology

Child & Family Welfare, 

Housing & Interior Design,

Food & Nutrition,

Clothing & Textiles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Mechanical & Automotive Engineering,

Aerospace Engineering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Industrial Engineering Industrial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 Information Technology,

Biomedical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 Chem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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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engineering

Materials Science Engineering Materials Science Engineering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Architecture Architecture Architectural Engineering

Music

Music(Vocal) Vocal

Music(Piano) Piano

Music(Instrumental) Instrumental

Fine Arts

Fine Arts

(Oriental Painting)
Oriental Painting

Fine Arts

(Western Painting)
Western Painting

Fine Arts

(Sculpture)
Sculpture

Design

Design

(Product Design,

Visual Design,

Digital Contents Design)

Product Design, 

Visual Design,

Digital Contents Design

Design

(Textile Design)
Textile Design

Design

(Interior Design)
Interior Design

Medicine Nursing Nursing

4. Documents to be submitted 

(1) Application with a photo 

(2) Personal Statement 

(3) Copy of Passport & Alien Registration Card

(4) Certificate of KGSP participant

(5) Certificate of TOPIK score

III. Contacts

Sean Park (seanpark@live.com)

Assistant Manager, International Student Admissions & Service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 Education

University of Ulsan

93 Daehak-ro, Nam-gu, Ulsan 680-749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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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82-52-220-5957

Fax: +82-52-224-2061

Monile: +82-10-2559-5193

 

IV. Notices

1. Application and Personal Statement must be filled out either in 

Korean or English, and they must be typed and printed out except 

for the signature.

2. Copies of official certificates with previous institution’s verification 

stamp on them are acceptable. After the confirmation of admission, 

however, students will be asked to submit the original official 

certificates.

3. Submitted documents are not returnable and no changes on the 

application are acceptable after the submission.

4. Any false in the application materials may result in the termination 

of the admiss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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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부 모집전공

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부   국어국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영어영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 사학전공, 철학전공

기독교학부   기독교학전공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경제학전공, 문헌정보학전공, 

  사회학전공, 심리학전공, 소비자학전공

언론․홍보․영상학부   언론정보학전공, 광고․홍보학전공, 방송․영상학전공

이 화 여 자 대 학 교   
☞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번지 

☞ 사이트: www.ewha.ac.kr 

I. 대학 소개 

1. 학교 현황

이화여자대학교는 1886년에 설립된 여성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지난 125년 동

안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세계 규모의 여자

대학인 이화여대는 그간 17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왔으며 현재 2만 3천여 

명의 재학생들이 11개의 단과대학과 15개의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다.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글로벌 여성 리더를 양성하는, 본교에서의 학업과 생활을 통해 

세계를 이끌어가는 여성 리더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2. 외국인 학생 현황 

이화여자대학교는 2008년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수학 대학으로 선정된 이

래, 다양한 국적의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들을 받아들였다. 현재 31개국 80여명

의 장학생들이 본교의 여러 분야에서 수학하고 있다. 정부초청장학생뿐만이 아

니라 전 세계 60여국에서 온 7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화에서 수학하고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한 환경은 정부초청 장학생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학교생활을 제공할 것이다. 

Ⅱ. 모집 요강

1. 대학 과정

  ※ 모집단위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서 접수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381 -

자연과학대학
수리물리과학부   수학전공, 통계학전공, 물리학전공

분자생명과학부   화학․나노과학전공, 생명과학전공

공과대학

컴퓨터․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4년제)

환경․식품공학부   환경공학전공, 식품공학전공

음악대학
음악학부   건반악기전공, 관현악전공, 성악전공, 작곡전공, 한국음악전공

무용과   무용과

조형예술대학

조형예술학부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섬유예술전공, 도자예술전공

디자인학부  공간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영상디자인전공

의류학과   의류학과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국제사무학과   국제사무학과

건강과학대학

간호과학부   간호과학전공

체육과학부   체육과학전공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보건관리학과   보건관리학과

스크랜튼대학 국제학부   국제학전공
※ 사범대학의 모든 전공, 스크랜튼대학의 스크랜튼학부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 공과대학의 5개 전공(컴퓨터공학, 전자공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식품공학)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기준을 따르

는 "인증프로그램"을, 건축학 전공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기준을 따르는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공과대학 입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전형일정

국립국제교육원의 정부초청장학생 전형일정에 따름 

3. 지원자격

국립국제교육원의 정부초청장학생 지원자격 요건에 따름

4. 제출서류

(1) 대학추천시: 국립국제교육원의 정부초청장학생 제출서류 요건에 따름

(2) 한국어 연수 후: 입학전형시점에 입학처에 입학서식을 재제출

5. 전형방법 

서류 전형만 실시 

6. 생활안내(기숙사 포함)

시설 홈페이지 주소

한우리기숙사 http://dmtry.ewha.ac.kr

언어교육원 http://elc.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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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업무 담당자 연락처 

부서 직책 이름 번호 이메일 

국제교류처 정부초청 담당 한 에스더
82-2-3277

-6986

esthan11@

ewha.ac.kr 

입학처
정부초청 입시 

담당 
김 수홍 

82-2-3277

-3985

suhongcap@e

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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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Division/Depart

ment   Majors

College   

of

Division of 

Liberal Arts

Korean Language & Literature,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Ewha Womans University   

☞ Address: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Korea

☞ Website: www.ewha.ac.kr

I. Introduction

1. Ewha Womans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was founded in 1886 as the first educational 

institution for women in Korea. Ewha has been one of the Korea’s most 

prestigious private universities and the largest women’s university in the 

world. 170,000 students have graduated from Ewha, and 23,000 students 

are studying in 11 colleges and 15 graduate schools. It is our vision that 

Ewha nurtures competent women leaders who possess a broad mind and 

global insight. Harmonizing you with Ewha's vision will help the growth of 

you as a global leader, equipped with academic competence and solid integrity.

2. Global Ewha

Since 2008, Ewha Womans University has been selected as one of the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KGSP) universities. Ewha has 

accepted KGSP students from manifold countries. Around 80 students 

from 31 countries are studying various majors in Ewha. Not only KGSP 

students but also around 700 foreign students from 60 different 

countries build up their academic careers in Ewha. This global 

environment will provide KGSP students with a great opportunity to 

experience diverse culture and abundant campus life.  

Ⅱ. Application 

1. Academic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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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   

Art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French Language & 

Literature, 

German Language & 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Division of 

Christian 

Studies

Christian Studies

College   

of

Social   

Sciences

Division of 

Social 

Sciences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Public 

Administration, Economic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Sociology, Psychology, 

Consumer Studies

Division of 

Media Studies

Journalism,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Television & 

Film

College   

of

Natural   

Sciences

Division of 

Mathematical 

& Physical   

Sciences

Mathematics, Statistics, Physics

Division of 

Molecular & 

Life Sciences

Chemistry & Nano Science, Life Sciences

College   

of

Engineering

Division   of 

Computer & 

Electronics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Electronics 

Engineering 

Division of 

Architecture
Architectural Engineering (four-year degree)

Division of 

Environmental 

&   Food  

Science

Environmental Science & Engineering, Food Science   

& Engineering

College of 

Music

School of 

Music

Keyboard Instruments, Orchestral   Instruments, Voice, 

Composition, Korean Music

Department of 

Dance
 

College   

of Art & 

Design

School of 

FineArts

Korean Painting, Painting, Sculpture,   Fiber Arts, 

Ceramic Arts

School of 

Design

Space Desig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Industrial Design, 

Fashion Design, Media Interaction   Design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Business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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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

o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Office 

Administration

 

College   

of

Health

Sciences

Division of 

Nursing 

Science

Nursing Science

Division of 

Human   

Movement 

Studies

 

Department of  

 Nutritional 

Science  & 

Food 

Management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 

Management

 

 

Scranton 

College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 All majors in the College of Education and the Scranton Honors 

Program in Scranton College are not applicable to international 

students. 

※ 5 majors in the Ewha College of Engineering (Dep.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Dept. of Electronics Engineering,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Dep. of Environmental Science & 

Engineering, Dept. of Food Science & Engineering) follow the 

"Accreditation Program" recommended by the ABEEK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In addition, the major 

‘Architecture Design’ follows the “Architectural Accreditation 

Program” recommended by the 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All freshmen enrolling in College of Engineering a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the "Accredit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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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mission Schedule

Please refer to the admission schedule of NIIED

3. Eligibility of application 

Please refer to the eligibility of NIIED

4. Required Documentation

(1) Before the language program

   : Please refer to the regulation of NIIED

(2) After the language program

   : Submit the required documents to the office of Admissions

5. Application Procedure

Document Evaluation(100%)

6. Campus Life(Residence Hall)

Facility Website Address

Hanwoori Dormitory http://dmtry.ewha.ac.kr

Ewha language Center http://elc.ewha.ac.kr

Ⅲ. Contacts

Office Position Name
Contact 

Number
E-mail

Office of 

Global 

Affairs

KGSP 

Coordinator
Esther, Han

82-2-3277

-6986

esthan11@

ewha.ac.kr 

Office of 

Admission

Admission 

officer regarding 

KGSP

Soo Hong, 

Kim

82-2-3277

-3985

suhongcap

@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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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하 대 학 교   

☞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우) 402-751

☞ 사이트: www.inha.ac.kr

Ⅰ. 대학 소개

1. 개요

인하대학교는 1954년 4월 하와이 교포 이주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낙후된 우

리나라의 공업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양의 MIT로 육성시키고자 당

시 대통령이던 이승만 박사의 발의로 설립하게 되었다. 인하대학교는 2006년 대

학종합평가 ‘최우수 대학’ 선정 및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 9위를 차지한 10위권

의 명문대학으로 6년 연속(2004~2009) 국내 Top 10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QS Apple 대학평가에서 아시아 83위에 오르는 등 명문사학으로의 

자리를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2020년 INHA Vision을 통해 세계 100위권 이내 

대학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 인천에 위치한 

인하대학교는 세계적 물류대기업인 한진그룹을 재단으로 하여 물류 특성화 교육

기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IT․BT․NT 등 21세기 중장기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맡아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U8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국, 중

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명문 대학들과 국경 없는 캠퍼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도시 송도에 제2캠퍼스 설립 계획이 확정되어 세계적 수준을 갖춘 글로벌 

연구교류 네트워크 허브로서 자리매김 할 것이다. 

Ⅱ. 과정 소개

1. 학부 입학안내

(1) 11개 단과대학(학부) 43개 학과(전공)

(2) 입학안내 사항 (세부사항은 모집요강 참조) 

내역 내     용

지원자격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장학생으로 선정된 자

학비  등록금 : 정부 전액 지원, 입학금 : 인하대학교 전액 지원

지원서류 1.입학원서(온라인 지원 후 인쇄)  2.수학계획서

전형방법  100% 서류전형

접수처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인하대학교 입학관리 

 TEL : (032)860-7221～5, E-mail : gksinha@inha.ac.kr, alexjung@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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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설전공 현황

대   학 모 집 단 위 개    설    전    공 계열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기계공학

자연

항공․조선․산업공학부 항공우주공학, 조선해양공학, 산업공학

생명화학공학부 화학공학, 생명공학

나노시스템공학부 고분자신소재공학, 섬유신소재공학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토목공학, 환경공학, 지리정보공학

건 축 학 부 건축공학

I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계열 전자공학, 전기공학

자연컴퓨터정보공학부 컴퓨터정보공학

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

자연과학

대학

수학통계학부 수학, 통계학

자연물리화학부 물리학, 화학

생명해양과학부 생명과학, 해양과학

경상대학
경 제 학 부 경제학

인문
국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

경영대학

경 영 학 부 경영학

인문글로벌금융학부 글로벌금융학

아태물류학부 물류학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행정학, 정치외교학, 언론정보학 인문

문과대학

국제언어문화학부
중국언어문화, 일본언어문화, 영어영문학,

프랑스언어문화
인문

인 문 학 부 한국어문학, 사학, 철학

문화콘텐츠학부 문화콘텐츠, 문화경영

생활과학

대학

생활과학부(인문) 소비자아동학 인문

생활과학부(자연) 식품영양학, 의류디자인학 자연

Ⅲ. 기타

1. 생활관 안내

(1) 인하대학교 학생 생활관은 한국 대학중 규모가 가장 큰 생활관 중의

   하나이며 제1생활관은 1,01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고 2006년 1학기에 

   개관한 제2생활관은 1,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서 생활관내에는

   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세탁실, 컴퓨터실, 위성TV, 매점 등 최첨단

   시설을 구비하고 있음. 

(2) 정부초청 장학생에게 생활관 우선 배정 

숙소종류 방유형 숙소내의 비품 비용(식사포함)

웅비재 (1,010명) 4인1실 침대, 에어컨, 전화기, LAN선, 학습비품 86만원(1학기)

비룡재 (1,150명) 4인1실 침대, 에어컨, 전화기, LAN선, 학습비품 91만원(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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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입학상담 및 연락처 

1. 입학처 외국인 담당자 : 정우영 

     (1) 연락처 : 82-32-860-7204

     (2) 이메일 : alexjung@inha.ac.kr 

2. 국제교류센터 담당자 : 조재일 

(1) 연락처 : 82-32-860-7032 

(2) 이메일 : orir@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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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a University   

☞ Address: 253 Yonghyun-dong, Nam-gu, Incheon, 402-751, Korea

☞ Website: http://eng.inha.ac.kr

I. Overview

   Inha University was founded in 1954 by the suggestion of then 

President Syngman Rhee, who wanted to build “the MIT of Asia” to help 

develop industrial technologies in Korea. Inha has been ranked as one of 

the best universities in Korea, and through INHA Vision 2020, it is now 

aiming to become among world’s top 100 universities. Situated in the 

city of Incheon, the hub of international logistics and business for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ha specializes in logistics education with the 

help of global logistics company Hanjin Group as a sponsor.   

   Inha University also actively participates in long term government 

research projects including IT・BT・NT. By organizing Global U8 

Consortium with world renowned universities in the U.S., China, France 

etc, Inha has established a global research & education network. In the 

near future, Inha University will become a global research center with a 

new campus in Songdo International City.

Ⅱ. Academic Programs

1. Colleges 

(1) 11 Colleges(schools) and 43 majors

(2) Application for Admission 

Item Details

Eligibility 2012 KGSP Award Holder 

Tuition
Tuition & Registration Fee : All tuition & registration fees ar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of Korea and Inha University. 

Required 

Document

1. Application Form (Required to be printed out after completing 

online application)  2. Study Plan 

Entrance 

Exam
Document Review 100%

Contacts
Division of Admissions, 253 Yonghyun-dong, Nam-gu, Incheon, Korea

 TEL : (032)860-7221～5, E-mail : alexjung@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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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cademic Program

College Division Major Field

College of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Science

Aerospace /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 Industrial 

Engineering

Aerospace Engineering,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Industrial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Chemical Engineering, Biotechnology

Nano-Systems Engineering
Polymer Science and Engineering , 

Advanced Fiber Engineering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Civil/Environmental/

Geoinformatic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Environmental Engineering, 

Geoinformatic Engineering 

Architecture Architectural Engineering 

Colleg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Engineering

Electronic and Electrical 

Engineering
Electronic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Science
Computer and Information 

Engineering 
Computer and Information Engineer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College of 

Natural Science

Mathematics and Statistics Mathematics, Statistics

Science
Physics and Chemistry Physics, Chemistry

Biological Sciences and 
Ocean Sciences

Biological Sciences, Ocean Sciences

College of 

Economics and 

International 

Trade

Economics Economics

Liberal 

artsInternational Trade & 

Regional Studies 
International Trad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Liberal 

arts

School of Global Finance Global Finance

Asia Pacific School of 

Logistics
Logistics Studies 

College of Social 

Science
Social Science

Public Administration,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Communication & 

Information

Liberal 

arts

College of 

Humanities

Division of Foreign 

Languages, Literatures, 

and Culture

Chinese and Sinology, Japanese Studies,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French Civilization

Liberal 

arts
Humanities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Culture and Contents Culture and Contents, Culture Management

College of Human 

Ecology

Human Ecology 

(liberal arts)
Consumer, Child & Family Studies 

Liberal 

arts

Human Ecology

(natural science)
Food and Nutrition, Fashion Design & Textiles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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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Others

1. Dormitory

(1) Inha University’s first dormitory(Woongbijae), with one story below 

and five aboveground, can accommodate up to 1,010 students. 

"Woongbijae" offers LAN access ports, satellite TV reception, 

DID telephones, and a computer room. Other facilities include a 

cafeteria, a laundry room, a small convenience store, an 

outdoor multi-purpose space, and a lounge area, providing 

students with a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The second 

dormitory(Biryongjae), which opened in March 2006, can 

accommodate up to 1,150 students. 

(2) GKS students will be given priority in assigning dormitory 

accommodations.

Dormitory
Types of 

Rooms
Facilities

Fee (including 

meal fee)

Woongbijae

(1,010 students)
quadruple

Bed, Air conditioner, Telephone, 

LAN and others

￦860,000

(1 semester)

Biryongjae

(1,150 students)
quadruple

Bed, Air conditioner, Telephone, 

LAN and others

￦910,000

(1 semester)

Ⅳ. For More Details

1. Division of Admissions : Wooyoung JUNG

     (1) TEL : +82-32-860–7204
     (2) E-mail : alexjung@inha.ac.kr, gksinha@inha.ac.kr  

2. International Center : Jae-il CHO 

(1) TEL : +82-32-860-7032 

(2) E-mail : jicho@inha.ac.kr, orir@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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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장학생

특별전형 모집요강(안)

 원서접수일 : 2011. 12. 1(목) 10:00 ~ 2011. 12. 7(수) 17:00
 인터넷, 방문 및 우편접수

인 하 대 학 교

※ 본 모집요강(안)은 수험생 여러분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조기 제작하였습니다. 
모집요강 확정시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니 원서접수 전 모집요강을 확인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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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장학생 특별전형

주요 전형 일정 및 전형 방법 안내

 Ⅰ. 전 형  일 정
구   분 일    정 비  고(장 소) 

입학원서 배포 2011. 12. 1(목) 10:00 
   ~  12. 7(수) 17:00 * 인터넷 접수 ( )   

지원서류 제출 2011. 12. 1(목) 10:00 
   ~  12. 14(수) 17:00

* 방문제출 : 입학관리팀(본관-130호) 평일 9:00~17:00
  (토, 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우편제출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인하대학교
            입학관리팀 정부초청장학생특별전형 담당자 앞
  전자문서 제출 : gksinha@inha.ac.kr

합격자 발표 2011. 12. 30(금) 14:00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admission.inha.ac.kr)

합격자 
등록기간

2012. 2. 13(월) 09:00 
   ~ 2. 14(화) 16:00

* 등록장소 및 방법은 합격자 발표 시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admission.inha.ac.kr)에 안내

※ 지원서는 마감일인 2011. 12. 14(수) 17:00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상기 일정은 학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지 원 자 격  
    ■ 대 한 민 국  정 부 초 청  외 국 인  학 부 장 학 생 으 로  선 정 된  자

    ※  2012학 년 도  대 한 민 국  정 부 초 청  외 국 인  학 부 장 학 생  특 별 전 형 과  관 련 하 여  본  모 집 요 강 에  명 시 하 지  않 은  사 항 은  본 교  
        정 부 초 청  외 국 인  학 부 장 학 생  전 형 관 리 위 원 회 에 서   정 하 여   시 행 함 .

  

Ⅲ . 전 형  방 법
■ 전  모집 단 위  : 서 류 전 형  100%  

※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장학생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자가 제출
한 서류를 기초로 학업능력․활동사항․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용 가능한 적정인
원을 선발합니다. (서류전형만으로 합격여부 결정)

※ 해당 국가 대학입학학력고사 성적 우수자 우대 

Ⅳ . 입 학 상 담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인하대학교 입학관리팀

 TEL : (032)860-7221～5, FAX : 032-860-7210
 E-mail : gksinha@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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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모집단위별 개설전공/모집인원

대   학 모 집 단 위 개    설    전    공 입학
정원

모집
인원 계열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기계공학 157

적정인원

자연

항공․조선․산업공학부 항공우주공학, 조선해양공학, 산업공학 190
생명화학공학부 화학공학, 생명공학 125

나노시스템공학부 고분자신소재공학, 섬유신소재공학 98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 122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토목공학, 환경공학, 지리정보공학 177

건 축 학 부 건축공학, 건축학(5년제) 93 건축학
(미모집)

에너지자원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 32 미모집

I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계열 전자공학, 전기공학 190

적정인원 자연컴퓨터정보공학부 컴퓨터정보공학 160
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 120

자연과학대학
수학통계학부 수학, 통계학 80

적정인원 자연물리화학부 물리학, 화학 90
생명해양과학부 생명과학, 해양과학 80

경상대학 경 제 학 부 경제학 80 적정인원 인문국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 90

경영대학
경 영 학 부 경영학 200

적정인원 인문글로벌금융학부 글로벌금융학 50
아태물류학부 물류학 100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 40

미모집
인문

영어교육과 영어교육 40
사회교육과 사회교육 40
교 육 학 과 교육학 40
수학교육과 수학교육 40 자연
체육교육과 체육교육 50 예‧체능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행정학, 정치외교학, 언론정보학 242 적정인원 인문

문과대학
국제언어문화학부 중국언어문화, 일본언어문화, 영어영문학,

프랑스언어문화 241
적정인원 인문

인 문 학 부 한국어문학, 사학, 철학 117
문화콘텐츠학부 문화콘텐츠, 문화경영 85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인문) 소비자아동학 70 적정인원 인문
생활과학부(자연) 식품영양학, 의류디자인학 70 자연

의과대학  간 호 학 과 간호학 80 미모집 자연

예 술 체 육 학 부 생활체육(50), 시각정보디자인(30), 
미술(30), 연극영화(30) 140 미모집 예‧체능

총 모집 인원 3,529
 ※ 공 과 대 학  건 축 학 부  <건 축 학 >전 공 은  수 학 년 한 이  5년 으 로  미 모 집 학 과 임 .
 ※ 학부제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은 각 학부의 결정에 따라 1학년 말 또는 2학년 말에 정하며, 입학 후 전공 

학생수 및 교과과정은 해당 전공의 교육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표시 전공은 비사대 교직과정이수 해당 전공임. (2010)학년도 현황이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승인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 학 명 칭 ,모 집 단 위 ,입 학 정 원 은  본 교  학 칙 개 정  심 의 결 과  및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의  승 인  심 의  결 과 에  따 라  변 경 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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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입학원서 인터넷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1) 인터넷 원서접수
    입학원서 접수는 100% 인터넷으로만 실시되며 별도의 원서교부나 방문접수는 일체 없습니다.

인터넷 원서접수를 마친 수험생은 접수 대행업체에 재접속하여 수험번호가 부여된 입학원
서를 출력해야하며, 반드시 출력한 입학원서에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본교 입
학관리팀으로 제출(방문 및 우편)하여야 원서접수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됨을 유의하
기 바랍니다.

  가.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및 장소
    1) 접수기간 : 2011. 12. 1(목) 10:00 ~ 12. 7(수) 17:00까지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2) 접수장소 :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
      - 접수업체에서 지시하는 접수방법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엄수해야합니다.

     나. 입학원서 접수방법 
인터넷 접속

회원가입    
     

원서접수 대학 중
인하대학교 선택

원서작성 유의사항 확인

입학원서 작성
모든 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접수완료확인 후
입학원서 수험표 출력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제출
수 까지

   (2)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 마감일시 : 2011. 12. 14(수) 17:00 (접수업체 서버 시간을 기준으로 함)
      나. 전형료 결제(입금)후에는 원서의 수정이 일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작성(입력)하여야 합니다.
      다. 국내 주소와 전화번호는 전형기간 중 사용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입학관리팀[(032)860-7221～5]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라. 기타 인터넷 접수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 : 1588-8988
※ 인터넷원서 작성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되도록 접수마감 시간을 피해서 작성하여   접수

시간 종료로 인한 원서 미접수 사태가 오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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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장학금 및 생활관

    1. 장학금 지급 안내 
■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합격자는 장학금으로 입시전형료가 면제되고 입학금은 인하

대학교에서 지원.

    2. 생활관 이용 안내
■ 생활관 입사자는 입학성적 및 생활관 기준에 의해 결정됨
■ 생활관 입사자 발표 및 등록에 관한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임
■ 생활관비 납부 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입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생활관별 수용 인원

구     분 남 자 여 자 합 계

제 1 생활관 532 478 1,010

제 2 생활관 760 390 1,150

합     계 1,292 868 2,160

■ 생활관비

구     분 제 1 생활관 (정문 건너편) 제 2 생활관 (인하공전 옆) 

4인실 (공용 화장실) 857,750원 857,750원

2인실 (공용 화장실) - 1,283,250원

2인실(개별화장실, 샤워실 완비) - 1,443,100원 

 - 관리운영비, 식비(평일 조식 ․ 석식), 비품보증금비, 관생자치회비 포함
 - 상기 요금은 2011년 1학기 기준임.

※ 자세한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은 생활관 행정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1생활관 : 032-860-8317(8319)
    - 제2생활관 : 032-860-7273(7274)
    - 생활관 홈페이지 : http://site.inha.ac.kr/d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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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 사증관련
     

지원자는 합격 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교류팀을 통해 사증(Visa)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관련 제출서류
① 여권
② 외국인 등록증
③ 비자연장신청서(소정양식)
④ 어학연수 출석률과 기간이 명시된 재학(졸업)증명서
⑤ 대한민국 외국인 정부장학생 증명서

 ☞ 사증관련 구비서류는 합격자에 한하여 국제교류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제교류팀(032-860-70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Ⅸ . 유 의 사 항  
1)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사본요구 서류 및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

우 발행기관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의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부득이하게 사
본을 제출한 자는 합격 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지원서에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의 미제출, 작성오류, 기재사항 누락, 판독 불
능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3) 한국어나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사본과 함께 공증 받은 한글 번역서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원서접수 후 제출 서류의 미제출, 허위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행위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
격 처리하며, 입학이 허가된 경우라도 이를 취소합니다.

5) 입학원서와 해당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2011. 12. 14(수) 17:00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2. 14(수) 17:00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인정]

      * 방문제출 : 입학관리팀(본관-130호) 평일 9:00~17:00 (토, 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 우편제출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인하대학교 입학관리팀 정부초청장학생 특별전형 담당자 앞
      * 전자문서 제출 : gksinha@inha.ac.kr
   6) 접수가 완료된 후 입학원서접수의 변경 및 취소는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7)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심사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제 출  서 류 상 의  이 름 이  각 각  다 른  경 우 에 는  해 당 국  법 원 의  동 일 인  증 명 서 를  추 가 로  제 출 하 여 야  합 니 다 .
9) 최종합격여부는 지정된 합격자 발표 당일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10) 본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

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11) 전형기간 중 연락이 두절될 경우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이 책임져야 합니다.
12)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13) 모집단위별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 선택은 인하대학교의 학칙 및 학사내규에 따릅니다.
14) 본 모집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하대학교 학칙 및 규정,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학

부장학생 특별전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거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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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초청 외국인 학부장학생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수험번
호

지원모집단위
Field of Study            대학(College)                                    학부(과)(Faculty/Department)

성명
Name

한글 
Korean 성별

Sex
☐ 남(Male),  ☐여

(Female)영문
English

여권번호
Passport 
Number

국적
Citizenship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월(Month)/ 일(Day)/년(Year)

모국어
Native 

Language

구         분 부수 정부초청 
학부장학생 체크리스트

 ① 입학원서 (인터넷으로 원서접수 후 출력 - 사진 부착) 1 ●
② 대한민국 외국인 정부장학생 증명서 1 ●
③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 ●

④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고 등 학 교  성 적 증 명 서 는  만 점 기 준 이  명 시 된  성 적 증 명 서  제 출 1 ●

 ⑤ -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KLPT, TOPIK)
   - 한국어 교육과정 수료증 및 성적표  1 ●

 ⑥ 영어 공인 성적표 (TEPS, TOEFL CBT iBT, IELTS) 1 ◎

 ⑦ - 각 국 대입 입학 학력고사 성적표
    - 기타 증명서 및 수상관계 서류 1 ◎

 ⑧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 ●

 ⑨ 추천서(학교장 또는 학교 선생님)원본 
     ※추 천 자  성 명 , 직 위 , 직 장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날 인 이  포 함 된  추 천 서 (자 유 양 식 ) 1 ●

 ⑩ 학습 계획서(소정양식) 1 ●

 ⑪ 여권 사본 1 ●

 ⑫ 외국인등록증 사본 1 ●

 ⑬ 증명사진  (여권용 사진- 3.5cm × 4.5cm) 2 ●

 

☞ 단, 『●』표시는 필수제출서류, 『◎』표시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할 서류를 의미하며, 순서
대로 철하여 제출

☞ 한 글  및  영 어 를  제 외 한  외 국 어 로  된  서 류 는  공 증  받 은  한 글  번 역 본 을  첨 부 하 여  제 출 하 여 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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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초청 외국인 학부장학생 특별전형 지원서  수험번호

지

원

자

모  집  단  위
Field of Study

□ 인 문 계

□ 자 연 계

 대     학

           학 부(과)
사   진
Photo

(3.5cmX4.5cm)

지 망 순 위 □ 1지망             □ 2지망             □ 3지망

성    명
N am e

한글
Korean

영문
English

국   적
Citizenship

성 별
Sex □ 남    □ 여

여 권 번 호
Passport No.

비자 종류
Type of VISA □ D4       □ D2

외 국 인 등 록 증
A lien  R eg  N o  

비자만기일
Expiration Date 년     월     일

출   생   국
C oun try  o f B irth

이메일주소
Email Address            

모   국   어
N ative  Lan gu age

생 활 관  신 청
D orm itory  □ 신청    □ 불필요

출 신 고 교 명
H igh  Sch oo l

출신대학명
College

연
락
처

국 내 주 소
A ddress
국 내 전 화

T eleph on e
본국 전 화 

Phone
본 국 주 소

Perm anent 
Add

보

호

자

국

내

성   명
N am e

연 락 처
Ph on e

지원자의 관계
Relationship

주  소
A ddress  

본

국

성   명
N am e

연 락 처
Ph on e

지원자의 관계
Relationship

주 소
Perm anent 

Add

본인은 귀 대학교의 정부초청 학부장학생 대학진학전형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Applicant Name                      Signature

인하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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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소 개 서 Bibliography Essay 수험번호 

지원모집단위
Field of Study            대학(College)                                    학부(과)(Faculty/Department)

성명
Name

한글 
Korean 성별

Sex ☐ 남(Male),  ☐여(Female)영문
English

여권번호
Passport Number

국적
Citizenship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월(Month)/ 일(Day)/년(Year)

모국어
Native Language

연락처
 Contact address

국내전화
Tel in Korea

본국전화
Tel in Home 

country

재학 및 출신학교
Educational 
Background

(since M iddle  
School)

기간(Period)
월(Month)/일(Day)/년(Year)

학교명
Institutions

/         /             ~               /         /

/         /             ~               /         /

/         /             ~               /         /

/         /             ~               /         /

성장과정
(가정교육, 성격, 취미 등) 

Autobiography
(family upbringing,
 personality, hobb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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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Items

내  용 
Contents

지원동기
Application Motives

인생관
Personal Philosophy

어학능력
(외국어수준, 실제구사능력)
Language Abilities
(level of com petency) 

기타 특기사항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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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계획서 Statement of Purpose 수험번호

지원모집단위
Field of Study            대학(College)                                    학부(과)(Faculty/Department)

성명
Name

한글 
Korean 성별

Sex ☐ 남(Male),  ☐여(Female)영문
English

여권번호
Passport 
Number

국적
Citizenship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월(Month)/ 일(Day)/년(Year)

모국어
Native 

Language
지원자의 학문적 관심분야와 지원동기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인하대학교에서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학업 
계획과 전공분야와 관련된 학업목표를 쓰시오. 학업수행계획서 하단에 서명하시오.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필요할 경우, 다음 장에 연결하여 작성하시오. 
 
Describe your academic interests and reasons for applying. Please state specifically about reasons for 
wanting to study at Inha University and how you will pursue your achievable academic goal while 
your undergraduate studies at Inha. Please sign at the end of the study plan.(Please write in English 
or in Korean.) Continue on a separate page if required. 

 

 
 
Date:                   Name:                                   Signature: 



- 404 -

■ 인하대학교 약도 

 • 전철(1호선)로 오는 경우 
   - 주 안 역  ☞ 마을버스 511번 (15분) / 시내버스 3‧5-1‧41번 (25분) / 택시 (10분)
   - 제물포역  ☞ 마을버스 512번 (20분) / 시내버스 5번 (30분) / 택시 (10분)

 • 경인고속도로로 오는 경우 
   - 종점 우회전 → T자 거리(철도 교차지점)에서 우회전 → 첫 신호 삼거리 직진 → 첫 사거리에서
     우회전 → (교량-고속도로-하부 통과) → 삼거리 신호 좌회전 → 인하대학교 정문(12분)

 • 제2경인고속도로(서울/광명/안양/안산/경부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이용)로 오는 경우
   - 종점 직전 '동인천 OUT'우회전 → (지하차도 통과) → T자 거리(철도 교차지점)에서 우회전 → 
     첫 신호 삼거리 직진 → 첫 사거리 우회전 → (교량-고속도로-하부 통과) → 삼거리 좌회전 →
     인하대학교 정문 (15분)

 • 강남역에서 버스로 오는 경우(9200번)
   - 강남역(3번출구) → 양재 → 경인고속도로 → 인하공전 장미아파트 앞 → 인하대 기숙사 앞 (1시간 30분)



- 405 -

■ 인하대학교 캠퍼스 지도



Year 2012 KGSP Award Holders

International Student Special Admission

� Application Period: 2011. 12. 1st (Thu) 10:00a.m. ~ 2011. 12. 7th (Wed) 5:00p.m.

� Online Application 

INH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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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P Award Holders Special Admission for Spring 2012
Entrance Examination Timetable and Admission Process

- Freshman -
. Entrance Examination Timetable 

Procedure Date Where to submit 

Acceptance of 
Admission Application

2011. 12.1st (Thu) 10:00
~ 12. 7th (Wed) 17:00 * Online application (http://apply.uway.com)

Submission of
Required Documents

2011. 12.1st (Thu) 10:00
~ 12. 14th (Wed) 17:00

* Visit: Admissions Office Room(Main Building-Room138)  
Weekdays 10:00~17:00                

* Mailing address : Admissions Office Room(Main Building-Room138)
Inha University  
253 Yonghyun-dong, Nam-gu Incheon402-751 

*Email: gksinha@inha.ac.kr

Announcement of 
Admitted Candidates 2011. 12.30th (Fri) 14:00 * Inha University website (http://admission.inha.ac.kr)

Enrollment 2012. 2. 13th (Mon) 9:00
~ 2. 14th (Tue) 16:00

* Details of enrollment will be announced on the University's admissions 
homepage (http://admission.inha.ac.kr) upon announcement of 
admitted candidates

 Deadline of Documents submitting: Wednesday, December 14th. 17:00 
 The admission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any reorganization of the school system. 

. Application Qualifications 

To be eligible, an applicant must:  

1.  be a 2012 KGSP Award Holder 

 Inha's International Student Admissions Committee will carry out any requirements which are not posted on the prospectus 

for 2012 KGSP Award Holders Special Admission.

. Application Process
 Entrance Exam: Document Review 100% 

The school is entitled to decide on a reasonable number of students admitted on the basis of 
admissions authorities' judgments, on candidates' academic abilities, achievements, and their potential 
as per documents submitted. (admission solely based on documents)

 Priority: Applicants who achieved high score(s) on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taken in their home country.

. Contact Information 
Inha University Admission Officer Room (Main Building - Room138)  
253 Yonghyun-dong, Nam-gu, Incheon 402-751 
TEL: 032) 860 – 7221~7225 / FAX: 032) 860 - 7210 
AO Email: gksinha@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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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ademic Programs/No. of Students recruited  

College Division Major
No. of 

students 
admitted

No. of 
students 
recruited

field

Mechanic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 Aerospace Engineering,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 Industrial 
Engineering

347

Chemical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Chemical Engineering �, Biotechnology 125

Nano-Systems Engineering
Polymer Science and Engineering �, Advanced Fiber 
Engineering�

 98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122

Civil/Environmental/
Geoinformatic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Environmental Engineering�, 
Geoinformatic Engineering 

177

reasonable 
numberCollege of 

Engineering

Architecture Architectural Engineering �, Architecture�(5-year) 93

Natural Science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Electronic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190College of 
Information 
Tcchnology

and Engineering lnformation Engineering
Computer and Information Engineering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285

reasonable 
number

Natural Science

Mathematics and Statistics Mathematics�, Statistics 80

Natural Science
Physics�, Chemistry�, Biological Sciences �, Ocean 
Sciences�

170
College of Natural 

Science

Natural Medical Sciences Medical Sciences 40

reasonable 
number

Natural Science

Economics Economics� 80College of 
Economics and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Trade & Regional 

Studies
International Trade 90

reasonable 
number

Liberal arts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200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chool of Global Finance Global Finance 50

reasonable 
number

Liberal arts

College of Social 
Science

Social Science
Public Administration �,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 Communication & Information

224
reasonable 

number
Liberal arts

Asian Language and Literature Chinese and Sinology �, Japanese Studies � 128

Western Language and 
Literatur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 French 
Civilization�, German Language and Culture�

138
College of 
Humanities

Humanities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History�, 
Philosophy�, Culture and Contents

150

reasonable 
number

Liberal arts

Human Ecology(liberal arts) Liberal arts
College of Human 

Ecology Human Ecology(natural 
science)

Consumer, Child & Family Studies �, Food and 
Nutrition�, Fashion Design & Textiles�

140
reasonable 

number Natural Science

Asia Pacific School of Logistics Logistics Studies 100
reasonable 

number
Liberal arts

Total 3,529 10  

 The College of Architecture is divided into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in the second year and the Architecture major is a 5-

year course so the applicant will not be able to choose Architecture  major in the second year. 

 An admitted undergraduate student must decide his or her major following each department's policy at the end of the first or second year. After 

admission is completed, class size and curriculum are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circumstances of each department. 
�  indicates majors that do not include the Teacher Training Course which the College of Education provides. The above table is for the 

year 2010 and is subject to change according to the approval resul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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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o submit online application & requirements
(1) Online application submission

Acceptance of Admission Application: 100% online (Students are not required to submit documents either in 
person or via mail) 

After completing your online application, you must revisit the Application Process Agency and print out an 
application form. The application process is only complete when the applicant submits the entire application 
packet (including a photo and an attached Application form) to the Admissions Office (in person or via mail). 

A. Deadline for online Application Submission and website address
1) Submission Period: From 10:00 12/22th/10(Wednesday) to 17:00 12/29th/10(Wednesday) (Applications are accepted 

24 hours a day during the period of admission application)
2) Website: (http://apply.uway.com)

- System requirements provided by the Inha Application Processing Service must be observed for the application to 
function correctly. 

B. How to submit the application form 

(2) Requirements of application submission 

1) On Wednesday, December 29th at 5:00 p.m., the Application period will come to an end. (Server System 
standardized)

2) Since candidates cannot make modifications after the submission, the applications should be checked closely before 
being submitted. 

3) You must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carefully since the address and phone number you have written will be used 
during the application period. You must notify the Admission Officer [(032)860-7221~7225] if you have any 
modifications. 

4) If you have any problems applying for online submission, contact the following: Inha Application Processing Service  
at (http://apply.uway.com): 1588-8988

 Keep in mind that the online application process is time-consuming to get processed. All applicants filling 
out online application form are required to make sacrifice at times to get submission done in time. 

Documents Submission (e-mail or in person) 
[by Wednesday, December 29th , 2010 5:00p.m.]

After completion of submission,
print out the Application Form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Save after completing)

See the guide for Application

Select Inha University for Admission 

Sign up for an account

Visit the website at
http://apply.uw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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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larship and Dormitory

1. Scholarship 
For those admitted by the KGSP Award Holders Special Admission, the successful candidates are eligible and the 
amount of scholarship on the basis of the regulations specified by NIIED and INHA University. 

2. Dormitory
 Rooms are given to students on the basis of their Admission scores and according to dormitory policy.

 A list of incoming students and registration dates are to be announced later.

 Since the dormitory fee is non-refundable, students should consider the residence agreement carefully before a 
deposit is made.

 Capacity per dormitory

Classification Male Female Total

Dormitory 1 532 478 1,010

Dormitory 2 760 390 1,150

Total 1,292 868 2,160

 Charges

Classification Dormitory 1 (Woongbijae) Dormitory 2 (Biryongjae) 

Four beds (public bathroom) 837,050won 887,650won

Two beds (public bathroom) - 1,260,240won

Two beds (private bathroom, shower room) - 1,420,100won

- The above prices include operating expenses, food expenses (weekdays breakfast, dinner), fixtures deposit money, and 
student council fees
 The above figures are ranked according to the Fall 2010 Annual rates and is subject to change.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Housing Services Team.
- Dormitory 1: 032-860-8317(8319)
- Dormitory 2: 032-860-7273(7274)
- Dormitory website: http://site.inha.ac.kr/dorm

. VISA 
Foreign applicants must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only successful candidates will receive a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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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ed document for VISA

Passport  
 Alien Registration Card
 Application Form for Extension of stay (prescribed form)
 Certificate of the completion of Enrollment & Graduation for designated institution to which the NIIED entrusts 
Korean language training
 Certificate of KGSP Scholarship

You must attach documents for your visa in order after the required documents for your KGSP Award Holders Special

Admission. 

 For further information regarding VISA, please contact International Center at 032-860-7034.

. Application Requirements
1) All documents submitted must be original. If a duplicate is submitted, it must be authenticated with the seal of the issuing

institution (or NIIED). Admitted candidates must submit original documents at request. 

2) In case of any discrepancy between the data entered on the school system admissions page by a candidate and factual data, all

disadvantages caused to the candidate by failing to submit a document, mistakes in entering data, omission of items or 

interpretation inabilities are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candidate. 

3) Documents in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and Korean must have notarized Korean translations attached to them. 

4) After the online application, those students who have failed to submit a required document, entered false data, committed 

forgery or misrepresented themselves in any way will be considered ineligible for admission.

5) After applying online, students are required to submit the application form and required documents either via mail or in person

by Wednesday, December 29th . 17:00.

* Visit: Admissions Team Weekdays 09:00~17:00 Office is closed during Sat. ~ Sun.) 
* Mailing address : Foreign Admission Committee Inha University 253 Yonghyun-dong, Nam-gu Incheon 402-751 
*Email: gksinha@inha.ac.kr

6) Candidates cannot make modifications or cancel an application already submitted; once submitted to the school,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students.

7) The school is entitled to request that students submit additional documents for review of application.

8) If names on documents submitted vary, additional certificates that can verify your personal information from court must be 

submitted.

9) Applicants must check admission confirmation on the University's admissions homepage (www.admission.inha.ac.kr) on the 

date of the Announcement of admitted candidates. Students will not receive individual notice.

10) Since the prospectus will not be sent to individual candidates in detail, candidates are advised to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prospectus. The school does not take responsibility for any inconvenience caused to candidates as a result of their 

failure to understand the prospectus.

11) In case of failing to correspondence with the applicant during the admission process, all disadvantages are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candidate.

12) Entrance examination grades and details of assessment will not be disclosed.  

13) Admitted students will select their majors following the university's policies and regulations. 

14) The requirements (some not detailed on the prospectus) will be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 school's policies, regulations,

and in consideration with the regulations of the 'Admissions Committee for Internation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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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List for Required Documents Examinee s

Number 

Field of Study College                                      Faculty/Department

Korean (Last Name/Middle Name/ First Name)

Name 

English (Last Name/Middle Name/ First Name)

Sex Male       Female

Passport Number Citizenship 

Date of Birth /           /
Month / Day / Year

Native Language

Required Documents Q ty KGSP Award Holder Check List

 A copy of the Application Form (Printed hardcopy of the Application 
Submitted Online - photo attached)  

1

 Certificate of KGSP Scholarship 1

 Certificates of a high school diploma (expected) 1

Official transcripts of high school 
The transcripts should be indicated the perfect score and scale. 1

The transcripts and Certificate of the completion of Enrollment & 
Graduation for designated institution to which the NIIED entrusts 
Korean language training (included KLPT, TOPIK)

1

 Official English test score (TEPS, TOEFL CBT iBT, IELTS) 1

 Official test scores from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that can verify 
academic performance 

 - Other verification of the Awards and certification. 
1

 Bibliography Essay (prescribed form) 1

 Original copy of Recommendation Letter from school president or 
teacher. * Recommendation letter includes name, position, name of 
workplace, address, phone number, signature of reference

1

 Statement of Purpose (prescribed form) 1

 A copy of the applicant’s passport 1

 A copy of Alien Registration Card 1

 ID photo (passport size- 3.5cm×4.5cm) 2

 Students must compile and submit all documents in order, keeping in mind that  indicates mandatory documents, 

and  indicates applicable students only.
 A document submitted in a languages other than Korean or English must have a notarized Korean translation attached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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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or KGSP Award Holder
Examinee s

Number

Field of Study College                 Faculty/Department

Preference Order  1st Choice         2nd Choice         3rd Choice 

Korean 

Name 

English 

Photo

 (3.5cmX4.5cm)

Citizenship  Sex Male           Female 

Passport Number Type of VISA D4 D2

Alien Reg No. Expiration Date
/           /

Month  /  Day  /  Year

Country of Birth Email Address

Native Language Dormitory Yes             No

High School College 

Address

TEL
 in Korea

Hometown 
TEL

A
pp

lic
an

t

C
on

ta
ct

 
In

fo
rm

at
io

n

Permanent 
Address

Name Phone Relationship

K
or

ea
 

Address 

Name Phone RelationshipG
ua

rd
ia

n

H
om

et
ow

n 

Permanent 
Address

I hereby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pplication is accurate and complet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2010.  Dec. 

Applicant Name                       Signature 

INH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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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y Essay Examinee s
 Number 

Field of Study College                                Faculty/Department

Korean
Name

English
Sex Male         Female

Passport Number Citizenship

Date of Birth
/           /

Month   /   Day   /   Year
Native Language

Telephone in Korea
Contact Information

Telephone in Home country

Attendance Period
Month / Day / Year

Institutions  

/    /    ~    /    /

/    /    ~    /    /

/    /    ~    /    /

Academic
Information

(since Middle School) 

/    /    ~    /    /

Autobiography
(family upbringing,
personality, hobb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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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Contents

Application Motives

Personal Philosophy

Language Abilities
(level of competency)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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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f Purpose Examinee s

Number

Field of Study College                               Faculty/Department

Korean
Name

English
Sex Male        Female

Passport Number Citizenship

Date of Birth
/        /

Month / Day / Year
Native Language

Describe your academic interests and reasons for applying. Please state specifically about reasons for wanting to study at 

Inha University and how you will pursue your achievable academic goal while your undergraduate studies at Inha. Please 

sign at the end of the study plan. (Please type or print in English or in Korean.) Continue on a separate page if required. 

Date:                              Name: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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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ha University Map

 From subway line #1

- Juan station  Local shuttle bus # 511 (takes about 15 min)/ (intra)city bus # 3 5-1 41 (takes about 25min) / taxi 

(10min) 

- Jemulpo station  Local shuttle bus # 51 (takes about 20min)/ (intra)city bus #5 (takes about 30 min)/ taxi (takes 

about 20min) 

• Via Seoul-Incheon expressway (highway # 120)

- turn R at last exit  turn R at T-shaped road (railroad intersection)  pass the three-way junction (at the first traffic 

light)  turn R at the first crossroads  pass beneath the bridge/highway)  turn L at the three-way junction 

arrive at the main entrance of Inha University (12min) 

• Via the second Seoul-Incheon highway (highway#110) - from Seoul/Guangmyung/ Anyang/Ansan/Seoul-Busan 

highway/West coast highway (highway # 15) 

- turn R at 'East Incheon' out right before the last exit  (underground passage)  turn R at T-shaped road (railroad 

intersection)  pass the three-way junction (at the first traffic light)  turn R at the first crossroads  (pass beneath 

the bridge/highway)  turn L at the three-way junction  arrive at the main entrance of Inha University (15min) 

• By bus (#9200) from Gangnam

- Gangnam station (exit #3)  Yangjae  Seoul-Incheon highway  Inha Technical College Jangmi apartment  Inha 

University dormitory (9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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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ha University 3D Campus Map

- 418 -



- 419 -

전 남 대 학 교

☞ Adress: 77 Yongbong-ro, Buk-gu, Gwangju 500-757

☞ Site: http://www.jnu.ac.kr    / http://web.chonnam.ac.kr/en/

▣ 목    차

 Ⅰ. 학교소개

 Ⅱ. 지원자격

 Ⅲ.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Ⅳ. 전형 및 선발방법

 Ⅴ. 제출서류

 Ⅵ. 합격자발표

 

▣ 각종서식

  서식 1. 2012학년도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입학원서

  서식 2.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

  서식 3. 학력조회 동의서

▣ 담당자연락처

담당자 전화 이메일 Fax

강신혜
062-530-1273

010-5045-9885
gradia@jnu.ac.kr 062-530-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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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선발인
원

언어자
격

직할학부(광주) 생명과학기술학부 v v v 약간명

경영대학

(광주)

경영학부 v v v 4급

경제학부 v v v 4급

공과대학

(광주)

건축학부 v 4급

에너지자원공학과 v

신소재공학부 v

전자컴퓨터공학부 v

응용화학공학부 v

고분자ㆍ섬유시스템공학부 v

산업공학과 v

전기공학과 v

토목공학과 v

농업생명과학대학

(광주)

식물생명공학부 v v v

산림자원학부 임학전공 v v v

조경학과 v v

응용생물공학부 v v v

동물자원학부 v v v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v v

생물산업공학과 v

바이오에너지공학과 v

농업경제학과 v v v

Ⅰ  학교소개

1952년에 설립된 전남대학교는 전남지방의 핵심 대학으로 지난 60년 동안 지역

과 한국에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한국 남쪽에 위치한 전남대학교에는 17개의 

단과대학과 11개의 대학원이 있다. 2,200명이 넘는 교직원이 40개 국가에서 온 

1,000여명 유학생을 포함한 37,000명의 대학생과 함께 “글로벌 표준”을 향해 끊

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Ⅱ  지원자격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으로서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국

내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Ⅲ  모집단위 

* 외국인에 대한 정원은 없으며, 별도 표기가 없는 학과의 언어자격은 공인한국

어능력 TOPIK 3급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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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광주)

정치외교학과 v v v

사회학과 v v v

심리학과 v v v

문헌정보학과 v v

신문방송학과 v v v

지리학과 v v v

인류학과 v v v

행정학과 v v v

생활과학대학

(광주)

생활환경복지학과 v v

식품영양학과 v 4급

의류학과 v v v 4급

예술대학

(광주)

음악학과 v

국악과 v

미술학과(서양화전공,시각디자인전공,이론전공,조소전공) v v v

인문대학

(광주)

국어국문학과 v v

영어영문학과 v v v

독일언어문학과 v v v

불어불문학과 v v v

중어중문학과 v v v 4급

일어일문학과 v v v

사학과 v v v

철학과 v v v

자연과학대학

(광주)

수학과 v v

수학/통계학부 수학전공 v

통계학과 v v

수학/통계학부 정보통계전공 v

지구환경과학부 v

생물학과 v v

화학과 v v

공학대학

(여수)

전기ㆍ전자통신ㆍ컴퓨터공학부 v

기계·자동차공학부(기계설계공학전공,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 v v v

냉동공조공학과 v v v

건설·환경공학부(해양토목공학과,환경시스템공학과) v v v

생명·화학공학부 v v v

건축학과 v

응용수학과 v v v

문화사회과학대학

(여수)

경상학부(기업경영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물류교통학전공) v v v 4급

문화콘텐츠학부(멀티미디어전공, 전자상거래전공) v v v

시각정보디자인학과 v v v

사범대학(여수) 특수교육학부 v

◑ 캠퍼스 소재지: 광주캠퍼스(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여수캠퍼스(전남 여

수시 미평로 386)

 

Ⅳ 전형 및 선발방법

1. 전형방법

서류심사(평가)는 해당 모집단위별로 지원자의 고등학교 성적,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한국어능력시험 결과 및 수학능력 등을 종합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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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전형 총점

구분 전형요소 반영비율(%) 전형총점 비고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30 30 ※ S-TOPIK 성적 결과 반영

2  수학능력 심사 70 70
※ 서류심사(평가)를 원칙 

으로 함

계 100 100

3. 선발방법

    가. 1지망, 2지망, 3지망 지원자순으로 선발

    나.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에 따라 산출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

    다. 모든 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출

    라.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학능력 심사(평가) 

결과 60% 미만자(70점 만점 기준 42점 미만자)는 불합격

Ⅴ 제출서류

1. 제출서류 일람표(△는 해당자만 제출)

연번 구    분 제출 비  고 

1 입학원서 ○ 서식 1

2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 ○ 서식 2

3 학적 및 성적조회 동의서 ○ 서식 3

4 한국어능력시험(S-TOPIK) 성적표 사본 ○

5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원본제출[원본확인 후 반환]

[한국어(영어) 번역 후 공증본 제출]

6 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원본제출[원본확인 후 반환]

[한국어(영어) 번역 후 공증본 제출]

7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사본 ○

8 기타 전형 참고자료 △
각종 어학능력 및 수상 경력, 자격 

 증 등 입증자료(해당자만 제출)



- 423 -

2.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는 지정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 상의 지원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

인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연락

처의 불분명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우리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

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

니다.

    바. 지원자는 하나의 학부(학과)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Ⅵ  합격자발표

 1. 일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해당 대학으로 통보

 2. 합격한 장학생이라도 2013년 2월말 기준 S-TOPIK 3급을 취득하지 못한 경

우, 학위과정에 진학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조건부 입학을 허가 함. 조건부 

입학 허가자는 추가 한국어연수를 받아야 하며 S-TOPIK 3급 취득 후 학위

과정에 진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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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2012학년도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입학원서

수  험  번  호 ※
 ◪ 인 적 사 항

사  진

(PHOTO)

(3cm X 4cm)

부  착

성     명  (한글)                  (영문)

성     별 남 □    여 □ 출  생  국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여 권 번 호 VISA유형

주     소
국내(한국어)

국 외 ( 영 어 )

비 상 연 락 처

( 집 / C . P )

국   내 1. 2.

국   외 1. 2.

E - M a i l

 ◪ 지 원 사 항

입 학 구 분 신 입 학 대 학 지 망 순 위 (     )지망

모 집 단 위                  대학                  학부(학과)

기 숙 사 신 청
1인 1실□
2인 1실□ 한국어능력시험(S-TOPIK)            점수(급)

언 어 능 력 ·공인영어성적[TOFEL/TOEIC/IELTS 등] :          점[해당자에 한함]

◪ 학 력 사 항

재 학 기 간 학 교 명 재학학년 국내과정 학교 소재국

고등학교

  위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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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

▣ 지원자 인적사항

수 험 번 호 ※
성명( 영 문) 국       적        

입 학 구 분  신 입 학 지원학부(학과)

▣ 자기소개(학업계획서)[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1.성장과정, 2.수상경력, 3.관심분야, 4.지원동기, 5.입학 후 학습계획, 6.장래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

상기 내용은 사실이며,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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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TRANSCRIPT RELEASE

Permission to Release Student Records 

  I have applied for admission to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nd give 

permission for the release of my school transcript. This could include 

courses taken, grades received, and credits awarded on file.

  I hereby authorize you to provide full assistance to Chonnam National 

University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my academic records.

❑  Date of Birth (m/d/y) :                                             

❑  Name of Educational Institution :                                      

❑  Date of Graduation (m/d/y) :                                       

❑  Applicant Name (English) :                                           

Applicant Name (Native Language) :                                

❑  Applicant Signature :                                               

❑  Date (m/d/y) :                                                     

※ Under Name of Educational Institution, applicants must write down 

the name of their most recent high school.

▣ 학력조회자료

과  정 표 기 학  교  명 학 교 주 소(공식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입 학

년 월

학위등록

번 호

고등학교
영  어

모국어

※ 지원자는 최종 고등학교 관련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예) +82－62－530－5032

※ 상기 자료는 지원자 학력조회 용도로 사용할 자료이오니,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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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nam National University 

☞ Adress: 77 Yongbong-ro, Buk-gu, Gwangju 500-757

☞ Site: http://www.jnu.ac.kr    / http://web.chonnam.ac.kr/en/

Index

1. Introduction to CNU

2. Eligibility

3. Number of Admitted and Academic Departments

4. Application Process and Screening Methods

5. Required Documents

6. Announcement of Final Admissions Result

 

Forms

1. Application Form

2. Personal Statement (Plan of Study)

3. Permission to Release Students Records

 

Contact

Shinhye Kang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el: +82-62-530-1273 / 010-5045-9885

Fax: +82-62-530-1269

E-Mail: gradia@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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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Department Fresh
-man

Sopho-
more

Junior Language   
Requirement

School of 
Bio-Tech(Gwangju)

Biological Sciences and Technology v v v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v v v Level 4

I. Introduction to CNU

Founded in 1952, Chonnam National University(CNU) has remained 

committed to fostering future leaders and professionals as one of the 

Korea’s leading universities with a reputation for its research and 

teaching and important role in the local communities. As a 

research-focused university, the total amount of research funds exceeds 

$100,000,000. Located in the southwest of Korea, CNU encompasses 17 

colleges, 2 undergraduate schools and 11graduate schools. With more 

than 2,200 academic staff, it provides a comprehensive service to assist 

about 37,000 students including 1,000 international students from 40 

different countries in its strive to build a "World Class" university, 

meeting the "Global Standard" with an open campus and administrative 

system.

II. Eligibility

1. Applicant and his/her parents are of foreign nationals

2. Those who completed, or are expected to complet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al curriculum equivalent to Korean National 

curriculum.

III. Number of Admitted and Academic Departments

1. Number of Admitted

A limited number of students will be permitted to enter each 

department. The number of admitted is determined based on 

assessment of applicants' academic ability.

2. Academic Departments

Academic Departments and language requirements：Departments Lev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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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ju) Economics v v v Level 4

Engineering
(Gwangju)

Architecture v Level 4

Energy & Resources Engineering v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v  

Electronics & Computer Engineering v  

Advanced Chemicals & Engineering v  

Advanced Chemicals & Engineering v  

Industrial Engineering v  

Electrical Engineering v  

Civil Engineering v  

Agriculture & Life 
Sciences

(Gwangju)

Plant Biological Engineering v v v  

Forest Products & Tech-Major of Forestry v v v  

Landscape Architecture v v  

Applied Biology v v v  

Animal Science and Biotechnology v v v  

Regional Bio-system Engineering v v  

Bioscience and Bio-industry v  

Bio-energy Science and Technology v  

Agricultural Economics v v v  

Social Sciences
(Gwangju)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v v v  

Sociology v v v  

Psychology v v v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 v  

Communication v v v  

Geography v v v  

Anthropology v v v  

Public Administration v v v  

Human Ecology
(Gwangju)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v v  

Food and Nutrition v Level 4

Clothing and Textiles v v v Level 4

Arts
(Gwangju)

Music v  

Traditional Korean Music v  

Fine Arts-Western Painting Major, Visual Design Major,  
 Arts Theory Major, Sculpture Major

v v v  

Humanities
(Gwangju)

Korean Language & Literature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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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Language & Literature v v v  

German Language & Literature v v v  

French Language & Literature v v v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v v v Level 4

Japanese Language & Literature v v v  

History v v v  

Philosophy v v v  

Natural Sciences
(Gwangju)

Mathematics v v  

Mathematics/Statistics-Mathematics Major v  

Statistics v v  

Mathematics/Statistics: Informational Statistics Major v  

Earth Systems & Environmental Science v  

Biology v v  

Chemistry v v  

Engineering 
(Yeosu)

Electrical, Electronic Communication & Computer 
Engineering

v  

Mechanical & Automotive Engineering: Mechanical   
Design Major & Automotive System Engineering Major

v v v  

Refrigeration & Air-Conditioning Engineering v v v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Ocean Civil 
Engineering   Major,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Major

v v v  

Biotechnology and Chemical Engineering v v v  

Architecture v  

Applied Mathematics v v v  

Culture & Social 
Sciences (Yeosu)

Business Admin: Business Admin Major, International   
Trade Major, Transportation & Logistics Major

v v v Level 4

Culture Contents: Multimedia Major, Electric Commerce  
 Major

v v v  

Visual Information Design v v v  

Education (Yeosu) Special Education v  

 

■ Campus Location: Gwangju Campus (77 Yongbong-ro, Buk-gu, Gwangju), 

Yeosu Campus (386 Mipyeong-ro, Yeosu, Jeo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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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Application Process and Screening Methods

 

1. Application Process

Screening is based on G.P.A in high school, cover letter (including 

the plan of study),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and 

academic ability.

2. Proportion and Gross Score

No Elements Percentage (%) Total Score Remarks

1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30 30 S-TOPIK score

2
Assessment of   

Academic Ability
70 70

Document   

screening

Total 100 100  
  

3. Screening Methods

1) Applicants will be selected on his/her selection order, first/ 

second/third preference, of universities applied to.

   2) Applicants will b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gross score that 

he/she gained from each selection criteria.

   3) All points and grades are calculated through round-off to two 

numbers after the decimal point.

   4) If an applicant earned less than 42 points in the assessment of 

academic ability, he/she will fail the application, as considered to 

be lacking academic ability.

V. Required Documents

※ Notice:

1) All documents should be genuine and in either Korean or English. 

Documents in other languages must be accompanied by Korean or 

English translations with notarization.

2) There shall not be any modifications to the officially released application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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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f there’s any inconsistency among name or date of birth of the applicant 

on submitted documents, further document verifying the information 

must be attached.

4) Incomplete application forms or application packets may be rescinded. 

CNU is not responsible for any inconveniences resulting from missing 

documents, mistakes or omissions in the application packet.

5) Submitted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and additional documents 

might be asked to be submitted. (Original certificate of graduation is 

returned after the application process is completed.)

6) Applicants should apply for a single department/division. 

No Document Submission Remarks

1 Application form ○ Form 1

2
Personal Statement 

(Plan of Study)
○ Form 2

3

Information for   

Educational Background 

Inquiry

○ Form 3

4 S-TOPIK score ○  

5

Verification of high 

school graduation

(or certification of 

expected graduation)

○

A genuine document should be 

submitted (returned after 

verification) and one in languages 

other than Korean or English must 

be translated and notarized.

6
Transcript from high 

school 
○

A genuine document should be 

submitted (returned after 

verification) and one in languages 

other than Korean or English must 

be translated and notarized.

7

Copy of passport (ID 

page) and Alien 

Registration Card

○  

8 Additional documents △

Evidence of awards, work 

experience, licenses, etc. (if 

applicable)

l  For △ marked session (additional documents), only applicable students will sub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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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Announcement of Final Admissions Result

A. Period: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will announce 

corresponding university

B. In case a successful applicant cannot obtain level 3 or above in 

S-TOPIK by late February 2013, he/she cannot enter a 

degree-seeking course. He/she will be attending CNU on a 

conditional entrance. Those under this condition have to attend 

Korean Language Courses. After meeting the entrance condition, 

S-TOPIK, he/she can continue Into a degree-seeking course.  



- 434 -

【Doc. 1】
Application Form

Examinee   No. ※

◪   Personal Information

PHOTO
(Attach here.)

(3cm   X 4cm)

Name (Kn)                  (Eng)

Sex
Male   □  
Female □

Country   of 
Origin

Alien Reg. No. Nationality

Passport No. VISA Type

Address

Domestic  
 (Kn)

Overseas  
(Eng)

Emergency   
Contact

(Home/M.P.)

Domestic 1. 2.

Overseas 1. 2.

E-Mail

◪   Application Information

Category New-incoming
Applying   
Preference

(1st/2nd/3rd)

Applying   
Div/Dept

College                     Div.(Dept.)

Dormitory
Room Type

1   Person Rm.  □
2   Persons Rm. □

S-TOPIK Score(Lv.)

Language   
Proficiency

· Official   Score [TOFEL/TOEIC/IELTS or ETC.]:                 
           /         [If required.]

◪   Academic Background

Period of Attendance
Name of 
School

School Yr Kn Cur. Locating   Country

High 
School

I   hereby verify all the information above is true and apply for an entrance to 
your university with the required documents.
 

Year   Month Date
 

Name   of Applicant: (Signature/Seal)
 

Dear President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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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2】
Personal Statement (Study Plan) 

Examinee No. ※
Name (Eng) Nationality 

Category New-incoming
Applying 
Div/Dept

Please describe/state the follwings while making connections   among them:
ⅰ. A Growth Process     ⅱ.   Records of Awards        ⅲ. Field of Interest
ⅳ. Motive for Application ⅴ.   Plan of Study ⅵ. Future Career

I hereby verify all the mentioned above is true and is written by him/herself 

without assistance.

Year                   Month                 Date

 

Name of Applica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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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3】
TRANSCRIPT RELEASE

Permission to Release Student Records

 

I have applied for admission to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nd 

give permission for the release of my school transcript. This could 

include courses taken, grades received, and credits awarded on file.

I hereby authorize you to provide full assistance to Chonnam 

National University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my academic records.

※ Under Name of Educational Institution, applicants must write down 

the name of the high school of graduation.

❑ Date of Birth (mm/dd/y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Name of Educational Institu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Date of Graduation (mm/dd/y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Applicant Name (English):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pplicant Name (Native Language): _________________________
❑ Applicant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Date (mm/dd/y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Inquiry of Academic Backgrounds

Curri
-culum Lang. Name   of 

School
Address of School 

(Official Name)
Telephone
(Fax. No.)

Year/Month
of Entrance

Degree   
Reg. No.

High
School

Eng

Mother
Tongue

 

※ Applicants shall fill in the table above with information related to 

their most recent school, equivalent to high school in Korea.

※ For Telephone/Fax number, please include a country calling code and 

a regional code. For example, +82－62－530－5032

※ Please fill in all information accurately, as it will be used in an 

inquiry to verify applicant's academic back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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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대 학 교

☞ 주  소: 560-759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번지 

☞ 사이트: www.jj.ac.kr

Ⅰ. 대학소개

2011년 5월 완공한 종합복합문화 스타센터(유비쿼터스 도서관 등)

전주대학은 50년 전통과 전국 240여 대학 중 30위 이내 상위권 대학입니다.
우리대학은 1964년에 설립되어 현재 8개 대학원, 10개 대학 및 학부, 66개 학과 

및 전공에 재학생 1만 2천여명, 졸업생 5만명, 교직원 1,300명으로 전국  4년제 

대학 240여개 중 30위권의 상위 수준 대학입니다.

전주대학은 교육 역량을 수출하는 대학이며, 국제화에 앞선 대학입니다.
전주대학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강화하고 세계 대학들과 교육의 질로 

승부한다는 슬로건 하에 최근 5년간 약 1,500억원을 들여 12개 강의동 및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14개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학교 내 모든 건물이 최첨단 쾌적한 

현대식 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며, 2011년 5월 총공사비 500억원 규모의 신규 유비

쿼터스 도서관인 스타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또한, 전주대학은 세계 26개국 105
개 대학과 활발한 교육교류를 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캄보디아 국립기술대학

(NPIC)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인 대학입니다.  

전주대학은 창의적인 연구능력과 국제적인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전주대학은 진리 평화 자유의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전문 인력과 교수요원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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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목적으로, 학술이론 및 그 응용방법의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여 국제적인 지

도자적 자질을 갖춘 고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학문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자 함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은 국가로부터 지속경영 대상을 받은 교육혁신 최우수 대학입니다.
우리대학교는 전국 최초로 대체의학대학, 문화산업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장공모제, 자기 주도적 학습시스템 개발, 지역대학 최초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운영, 전국 최초 캄보디아 교육수출 등 굵직한 내용의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습니

다. 그리하여 정부로부터 지속가능경영대상을 받기도 하였고, 교육혁신 우수대학

이 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은 수요자이기 때문에 대학의 선택권이 있습

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속가능한 대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대상 창조경영상 수상 

- 산학협력 중심대학 전북 유일 선정

- 대학교육력량강화사업 지원 대학 선정

- 기획재정부 주관 지역경제교육센터 선정

- 기획재정부 주관 지역경제교육센터 선정

- 전북 친환경농산물 분석기관 육성사업 선정

- 대학의 연구역량을 발휘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혁신지원단 운영

- ‘저탄소 녹색성정과 그린캠퍼스 구축을 위한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하여 운영

- ISO 22000 인증 획득한 학교기업, ‘궁중약고추장’ 설립

- 유용 미생물군(Effective Micro-organisms) 특화시킨 재단 출자기업 ‘에버미라클’ 설립

- 대학 내에 한지 기업과 연계를 위한 전통한지의 원료를 만드는 닥나무공동사

업장 건립

- 전통문화콘텐츠 X-edu 사업단 누리사업 선정

- 문화콘텐츠 특성화교육기관 선정

-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평가 1위
- 전라북도 유일 한국고전학연구 선정

-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기관 선정

- 한식전문조리인력 양성기관 2년 연속 선정 

- 진로지도 교수제 시행, 전국 유일 대학별 학사지도사(CA) 운영

- 2008년 노동부 대학 취업지원가능확충사업 3년 연속선정, 취업률 우수대학

- 2008년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 사업 3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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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명 모집단위(학부/학과) 전공 비고

인문대학

경배와찬양학과

　교회실용교육학과 　

언어문화학부

국어국문학전공 　

　역사문화컨텐츠전공 　

　영미언어문화전공 　

　일본언어문화전공 　

　중국언어문화전공 　

　사회과학대학

법․경찰행정학부　　
경찰행정학전공　 　

　법학전공 　

사회과학부　

문헌정보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상담심리학전공 　

　행정학전공 　

　경영대학

경제학과 　

　경영학부

경영관리전공　 　

　광고홍보전공 　

　물류․무역전공 　

　종합파이낸스전공 　

　회계세무전공 　

　금융보험부동산학부　
금융보험학전공　 　

　부동산학전공 　

　대체의학대학

예술치료학과 　

대체건강관리학부

건강관리전공 　

건강기능식품전공 　

대체요법전공 　

환경보건전공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나노신소재공학과 　

생산디자인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Ⅲ. GKS 장학생 모집요강

1. 모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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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명 모집단위(학부/학과) 전공 비고

공과대학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예체능대학

음악학과 　

디자인학부

리빙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태권도학과 　

체육학부

생활체육전공 　

운동처방전공 　

축구전공 　

문화관광대학

외식산업학과

한식조리학과

문화관광학부

관광경영전공 　

패션산업전공 　

호텔경영전공 　

문화산업대학

게임학과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미디어정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정보시스템전공 　

영상콘텐츠학부
만화애니메이션전공 　

영화영상전공 　

2.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대학 입학전까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기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한 자  

지원서류

-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각 1부

- 출신 고등학교 졸업증 원본 1부

- 출신 고등학교 성적표 원본 1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증서 1부

-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정부초청장학생 장학증서 사본 1부

※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영어) 번역

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전형방법  특별전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전 형 료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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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업무담당자 연락처

업무명 부서명 담당자명 직위 TEL E-MAIL

업무총괄 국제교육교류원 김영석 실장 +82-63-220-2887 yskim@jj.ac.kr

장학생 후보 선발 국제교류센터 박두리 과장 +82-63220-2122 drpark@jj.ac.kr

입국지원 국제교류센터 이수진 직원 +82-63220-2195 daniel_lee@jj.ac.kr

한국어연수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유영열 직원 +82-63220-2316 ryu0103418@jj.ac.kr

Ⅳ. GKS 학부장학생을 위한 전주대학교의 특별 혜택

1. GKS 학부장학생 지원 혜택

    GKS 장학생 장학 및 복지 혜택

- 2인 1실 호텔식 기숙사 룸 우선 선택권 부여

- 기숙사비의 50% 대학에서 지원

- 한국어연수 및 학비 국고지원금 부족분 대학 무료지원

- 한국어 보충 교육 시 교육비 지원(무료 수강) 
- 각종 연구프로젝트 참여 및 연구비 지급

- 한국문화체험 행사 참가비 지원(무료 참가)
- 태권도 강습 희망 시 무료 지원

- 대학 입학 전형료 면제

- 기숙사 식사 선택권 부여

- GKS 장학생 의사소통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 개설

- 기숙사내 취사시설(공동 취사장소) 및 특수문화권을 위한 공간배정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CCAP) 참여 기회 제공

   학사관리 지원 혜택

- 대학생 1인 1명 지도교수 배정 및 교육 지원

- Tutoring 제도 운영 : 1인당 1명의 한국인 대학생 배정 및 각종 한국생활 

안내 

- 영어 전용강좌를 통한 영어능력 향상 기회 제공

- GKS 대학생 전문 상담체계 지원 : 학사업무, 대학생활, 진로상담 등 

- 수강신청, 학사지도 전담 조교 배치 지원

- 대학 총장 및 단과대학 학장과의 정기적인 상담기회 제공



- 442 -

   교육시설 지원

- 현대식 강의실 및 세미나실

- 첨단 실험실습실 및 실험실습 장비

- 지상 18층 호텔식 기숙사

- 유비쿼터즈 중앙도서관

- 대형 헬스장 및 체육장(인조 및 천연잔디구장, 농구장, 실내체육관 등) 시설

   취업지도 지원

- 전북지방 중소기업청과 연계한 수출지원단 참여 : 연구비 지급 및 현장체

험을 통한 취업연계 

- 전주대 학위 취득 후 국내 취업 우선 알선

- GKS 졸업자 자국 내 한국기업 취업 우선 알선 지원

- 전주대학 취업프로그램 참여 : Star T 전문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통한 각종 

자격증 취득 기회 부여

   GKS 장학생 안전관리 지원

- 유학생 안전사고 전담 직원 배치 및 지원

- GKS 장학생 비상연락망을 통한 안전관리

- 대학 전담 출입 경찰 GKS 대학원생 특별 관리 지원

- 보건진료실 상시 검진 및 진료 지원

- 질병 및 사고발생 시 전담 해결 담당자 배치

- 각종 범죄예방교실 운영

2. 외국인 유학생 참여 프로그램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CROSS-CULTURAL AWARENESS PROGRAM)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프로그램으로 전주대학은 2003년 전북지역의 CCAP 협력기관으로 지정

됨.  외국인 유학생을 문화수업 선생님으로 한국인통역자원봉사자와 함께 국내의 초, 중, 고

등학교 의 교육기관에 방문, 문화수업의 진행 형태로 운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명

의의 봉사활동증명서가 발행되며, 1회 참가시 활동비 3만원을 지급받음

 INTERNATIONAL DAY 국가 민속축제 행사 

축제기간을 활용하여 외국인 학생회에서 참여하는 각 국가별 부스 운영을 통해 외국인 학생

들은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알리는 ‘함께 하기’를 통해 자국의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으

며, 음식과 음악 등을 통해 나누는 민속 축제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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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진행하는 한지공예 강좌 

전주대학은 전주시공예품전시관을 운영, 한국의 전통공예 체험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한

국의 여러 전통공예 중 전주시가 자랑하는 한지공예 작업에 쉽게 접근하여 외국인 유학생은 

가장 기본이 되는 한지뜨기는 물론 다양한 전통공예 기법으로 한지부채, 필통, 손거울, 지갑 

등을 직접 만드는 기술을 익힘

 전주시와 함께 하는 한국전통문화아카데미 공동 운영 

○ 외국인 유학생이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국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하여 한국문

화의 접근과 국가/민족간 문화차이를 이해하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해외에 홍보하는 프로

그램임 

○ 전통문화아카데미 학점이수제 실시로, 한스타일 및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현장 체험, 한옥마을투어 등의 교과과정을 4일 32시간 실시에 2학점을 인정함. 전주대학

은 EPIK 등의 행사를 통해 원어민 교사를 년간 1,000여명씩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도

록 한 바 있음

 외국인 유학생 상담 프로그램 운영 내용

 ○ 카운슬링센터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 대상 심리검사 및 개인상담 실시

 ○ 학교 적응 능력 특강과 상담

   -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과 대학 적응에 필요한 생활영역에 대하여 전문가의 강의와 상담 

   - 외국어 가능 특강강사를 초청해 대학생활과 문화차이에 대해 강의

 ○ 멘토 및 멘티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유학생 학교적응 문제 상담지도

 ○ 재학생과 1:1 버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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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 호텔식 기숙사 안내 

○ 지상 18층, 지하 2층, 수용인원 997명의 초 호텔식 기숙사로 2009년에 신축 되었다. 각 

   실에는 개별 화장실, 개별 샤워시설, 침대, 수납장, 초고속 LAN 설비, 개별 냉․난방, 

   세탁실, 빨래방, 편의점, 카페, 식당(VIP포함)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층별 카드키 보완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 기숙사내 외국 유학생을 위한 상담실을 설치 운영 중이며(영어, 중국어 가능자 배치) 

   학생들의 식생활을 위한 별도 취사시설(전자렌지 등 취사시설 포함)을 완비하고 있음

○ 각 기숙사는 세미나실, 야외공연장, 독서실, 기도실, 어학실, 음악감상실, 휴게실, 각종 

   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세미나실에서는 기숙사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야외공연장에서는 무료 영화나 각종 공연을 기획·연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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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JU University   

☞ Address: 1200 3-ga, Hyoja-dong, Wansan-gu, Jeonju, Jeollabuk-do

☞ Website: www.jj.ac.kr

I. INTRODUCTION OF JEONJU UNIVERSITY

University Library

  This is a smart place where cutting-edge ubiquitous IT technologies and social networking 

are combined; a complex space where knowledge, technology and culture gather together.

Jeonju University has a 50-year history and ranks among the top 30 universities 

out of 240 universities in Korea.

Jeonju University was founded in 1964 and we currently have 8 graduate 

schools, 9 undergraduate schools and 66 departments and majors.  There 

are 12,000 currently enrolled students, 50,000 alumni, and a faculty & 

staff of 1,300. Jeonju University ranks among the top 30 out of 240 

four-year universities in Korea.  

Jeonju University exports educational capabilities overseas and is a school at 

the forefront in globalization.

Jeonju University has been improving our educational facilities for 

foreign students studying here.  Under the slogan of success among 

world universities by improving the quality of education, over the past 5 

years, by investing about 1,500,000,000,000 won, we have remodele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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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halls and buildings and constructed 14 new buildings.  All our 

school facilities are avant-garde, comfortable, modern facilities.  In May 

2010, construction totaling 50,000,000,000 won was completed for the 

new ubiquitous library, Star Center.  Also, Jeonju University has active 

educational exchanges with 105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26 countries 

around the world.  We are an international university and we are the 

first school in Korea to jointly operate the NPIC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Cambodia) with Cambodia.

Jeonju University nurtures global leaders who carry out original research.

Based on a Christian spirit of truth, peace, and freedom, and with the 

goal of producing experts as well as further developing our faculty, we 

are engaging in education and research in academic fields as well as in 

their practical applications.  We have the educational goal of producing 

global leaders who carry out original research and also devote 

themselves to academics as well as social development.  

Jeonju University is a Sustainable University Through Creative Innovation of it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established Korea's first College of Alternative 

Medicine and College of Culture and Industry. Moreover, we haver 

promoted remarkable educational innovation, including the Presidential 

Public Election system, thedevelopment of a self-directed learning 

system, first operation of a production-type Business Incubation Center 

among the regional universities, and the first educational export to 

Cambodia, among other accomplishments. Then, we received the 

Substantiality Management Award from the government and have been a 

Hub University for educational innovation. Parents of students and 

students have been are consumers who haver their own options for 

selecting a university. Therefore, we will do our best to become a 

sustainable university with a global competitiveness, which are traits 

desired by parents and incoming students.

- Received Korea's First Creative Award, The Grand Award for Excellence 

in Substantial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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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ected as the Only Hub University for Industrial Collaboration in 

Jeonbuk Province

- Selected as a member university of the College-educational Capacity 

Reinforcement Program

- Selected as a Center for Regional Econom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 Selected for a fostering project for the Eco-friendly Agri-food Analysis 

Agency in Jeonbuk Province

- Operated the Regional Innovation Support Agencies to contribute to 

regional development with the university's research capability

- Established and operated the "Energy Saving Plan for Low Carbon 

Green Growth and Green Campus 

- Established "The Royal Cuisine Sauteed Red Pepper Paste" as a school 

-based enterprise which received an ISO 22000 certification

- Established "Ever Miracle" as an enterprise specializing in effective 

Micro-organisms, financed by Shindongah Foundation

- Built the joint business establishment of mulberry paper for materials 

of Hanji (Korean paper) to link with the Hanji industries in the university

- Selected for NURI(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Project of 

X-edu Business Agency for traditional cultural contents

- Selected as a Specialized Educational Agency for Cultural Contents

- Awarded Fist Prize in the Consulting Evaluation OF Regional Vulture 

using Regional Universities

- Selected as the Only Institute of Korean Classics Studies in Jeonbuk  Province

- Selected as a Training Agency for Korean Cuisine Experts for two consecutive 

years

- Exported Korea's Frist Higher Education to the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Cambodia

- Improvement of its educational environment through the construction 

of the intelligent building Star Center(library), Star Tower(dormitory)

- Operation of Star T Program to offer scholarships for eager students 

rather than excellent students

- Operation of student's self-design major and relation major

- First national execution of CA(Campus Life Adviser)



- 448 -

College Unit Major Remarks

College of 
Humanities

Dept. of Doxology 　
Dept. of Practical Education 

for Churches 　

School of Language and Cultur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istory & Culture Contents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College 
of 

Social 
Sciences

　School of Law and Police 
Administration　

Police Administration 　
　Law 　

　School of Social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al Welfare 　
Counseling Psychology 　
Public Administration 　

College of 
Business 

Adminstrati
on

　Dept. of Economics　 　

　School of Business

Business Administration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Logistics and International Trade 　
Finance 　

　Accounting and Tax 　
　School of Finance Insurance 

& Real Estate　
　Finance and Insurance 　

　Real Estate 　

- First national operation of Life Plan Development Program

- Operation of an advisory system for career guidance

- Operation of a Career Advisory System and a sole nationwide operation 

of Campus Life Advisory(CA) System

- Selected as university with a high employment rate for three consecutive 

years from 2008 Projects for Reinforcing the Employment Support 

Roles of College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Labor

- Selected for Career Development Support Projects for Female Students 

for three consecutive years beginning in 2008

- Operation of a 6-stage JJ Job Star Plan, for Employment and a Career 

Training System

Ⅱ. GUIDE TO THE UNDERGRADUATE SCHOOL

1. Undergraduate Programs offered for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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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Unit Major Remarks

　College 
of 

Alternative 
Medicine　

　Dept. of　Art Therapy 　

School of Alternative Medicine and 
Health Science

Health Care & Science 　
Health and Functional Food 　

Alternative Therapy 　
Environmental Health Science 　

　College 
of 

Engineering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Dept. of Mechanical and 
Automotive Engineering 　

Dept. of Nano and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Dept. of Manufacturing and 
Design Engineering 　

Dept. of Fire Safety Engineering 　
Dept.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Dep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School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College of 
Art and 
Athletics

Department of Music 　

School of Design　
Living Design 　

Industrial Desig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Department of Taekwondo

School of Physical Education
Sports For All 　

Exercise Prescription 　
Soccer 　

　College 
of 

Culture 
Tourism

Department of Foodservice Management 　
Department of Korean Cuisine 　

School of Culture Tourism　
Tourism Management 

Fashion Business 　
Hotel Management 　

College of 
Culture 

and 
Industry

Department of Gaming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 

Entertainment 　
School of Media 

Information
Multimedia 　

Information Systems 　
School of Image Content

Animation 　
Film &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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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uide to the Undergraduate School Admissions Process

Section Details

Qualification

- Applicant must not be a holder of Korean citizenship, which is also applied 
to his/her parents

- Have an adequate health,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 Have finished or be scheduled to finish formal education of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as of March 1, 2012
- Or, someone who has attained a similar level of education as certifi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Required 
Documents

- Completed Application form, Self Introduction, Study Plan [use the 
designated form]

- Original copy of High School Diploma
- Original copy of High School Grade Transcripts
-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Transcript (TOPIK Level 3)
- Copy of Passport & Alien Registration Card 
- Copy of Certificate of GKS Scholarship 
※ Documents which are not in Korean or English should be translated and 

notarized in Korean or English

Application 
Process Procedures: Review of documents, Interview

Fee Exemption for students who are GKS students

Ⅲ. CONTACT INFORMATION

Classification Department Name TEL E-MAIL

General Manager
Center of Int'l 
Education & 

Exchange

Mr. Young-Seok 
Kim +82-63-220-2887 yskim@jj.ac.kr

Selection & 
General 

Informatio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Ms. Doori Park +82-63-220-2122 drpark@jj.ac.kr

Learning Korean 
Language

Center for Korean 
Language & 

Culture
Mr. Youngyeol 

Yoo +82-63-220-2316 ryu0103418@jj.ac.kr

Entry
Support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Mr. Sujin Lee +82-63-220-2195 daniel_lee@jj.ac.kr

Ⅳ. SPECIAL BENEFITS FOR GKS SCHOLARSHIP RECIPIENTS

1. Benefits for GKS scholarship recipients at Jeonju University

     Benefits for GKS Students 

    - Priority in choosing a hotel-style dormitory room (2 students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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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

    - Support for 50% dormitory charge (2 students per room or 4 students 

per room) 

    - In case the government-provided support does not cover the full 

tuition, our university will provide the additional funds to pay 

your tuition

    - Support for supplementary Korean language training: Free Korean 

language lessons

    - Support for participating in graduate school research projects; 

Research funds 

    - Support for attending Korean cultural events (free admission)

    - Option of signing up for a meal plan in the cafeteria 

    - Free Taekwondo lessons if GKS students want to take lessons  

    - Exemption from fees related to the graduate school admissions 

process

    - Establishment of a website devoted to GKS students (in order to 

improve communications) 

    - Cooking facilities inside the dormitory (in a common area) and 

designation of a special area inside the dormitory for different 

cultures

    -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 UNESCO Cross-Cultural Awareness 

Program

    Benefits & Support for Academic Study

    - 1:1 Mentor Relationship with a professor as well as educational 

support

    - Tutoring Program: GKS students are paired 1:1 with a Korean student, 

and they will also receive help and guidance regarding their daily 

lives in Korea

    - Improvement of one’s English language skills through lectures conducted 
fully in English

    - Counseling & advice for GKS graduate students: Counseling regarding 

academic affairs, student life, future plans, etc. 

    - Support from a teaching assistant appointed to help you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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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lasses and write your thesis 

    - Opportunity to meet with and get advice from the School President 

and Head of the College

 

    Academic Facilities

    - Hotel-style dormitory

    - Modern lecture halls 

    - Fitness center and outdoor sports facilities 

 

    Support for employment

    - Participation in the link between the Jeonbuk Regional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the Organization for 

Supporting Exports: Research fees provided and links are made to 

employment opportunities through onsite experiences  

    - Priority in assistance with job support after graduating from Jeonju 

University

    - Preferential support for employment in Korean companies in one’s 
own home country for GKS students 

    - Participation in Jeonju University’s Career Services Program: Opportunity 

to achieve various licenses and qualifications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Jeonju University Star T Expert Guidance Program

 

    GKS Student Safety & Support 

    - Support for safety and security from a staff member appointed to 

help

    - Security through an emergency network for GKS students

    - Support from university police assigned to help GKS students

    - Support for medical examinations and treatment at the student 

health services center

    - Staff assigned in case of accidents or any health-related incidents 

    - Self-defense educational programs are off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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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tiviti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Cross-Cultural Awareness Program  

➣ This program is organized by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NCU) and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Jeonju University was 
assigned as a host organization in Jeonbuk province from 2003. 

➣ CCAP is designed to be a participatory process that augments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 schools nationwide and promotes a culture of tolerance and mutual 
respect. 

➣ GKS scholarship students can join this program. Participants go to Korean schools and do 
CCAP regular classes  and share their culture with Korean youths as a Cultural Exchange 
Volunteer (CEV) accompanied by with Korean interpretation Volunteer (KIV). 

➣ KNCU will issue the Certificate and give 30,000Korean Won per one CCAP class. 

 

   International Day for International Students

➣ Jeonju University has an International Day for international students during JJ Superstar 
Festival. Students from different countries run a PR booth for their culture and they can 
enjoy the festival as well as communicate with Korean students. 

➣ International students can have a 'Get-Together' with students from their countries and have 
a fun sharing their own traditional foods and snacks. Through this activity, participants 
take on the role of ambassador and introduce their native culture to Jeonju University 
campus. 

   Counseling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psychological test and individual advice 
➣ Special lectur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understanding the university and the culture
➣ Mentor and Mentee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 1:1 Buddy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Korean Paper Handicrafts 

Jeonju is famous for its handicrafts with Korean traditional paper. Jeonju University runs a 
Korean Handicraft Exhibition Hall downtown.  Among many different handicrafts International 
students can learn how to make Korean papers and experience lots of handicrafts made of 
Korean papers from real professionals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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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Traditional Culture Academy cooperated with Jeonju City 

➣ Jeonju University in association with Jeonju City run this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of the University. It aims to foster positive interaction the Korean and international ethnic 
communities and create a constructive partnership through a process of first-hand 
experience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 Jeonju University offers 2 credits to participants of this program and it takes 4 days 
(32hours) to complete. Jeonju City gives Certificates for completion of this program. 
Through this program, international students can go field trips, and experience very vivid 
and real Korean culture. 

➣ Jeonju University has offered this program to more than 1,000 foreign teachers and 
students including the teachers who came to Korean through EPIK program organized by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NIIED) of the Korean Government.

3. Guide to the Hotel-Style Dormitory

➣ 18 above-ground floors, 2 basement-level floors, 997-occupany, ultra-modern hotel-style 
dormitory. Newly built in 2009.  In each room, there is a bathroom, shower facilities, bed, 
storage closet, high-speed LAN, individual heating and air-conditioning units, etc.  There 
are laundry facilities as well as a convenience store, café, restaurant (with a VIP Lounge), 
etc.  Top security measures include card-key entry on each floor.  

➣ Currently, we are building a special counseling room for foreign students in the dormitory 
(English, Chinese) Also, we are finishing up completing separate special cooking facilities 
for students (electric range and other cooking facilities)

➣ Each dormitory   has the following: seminar room, outdoor area, study room, prayer room, 
language study room, music room, lounge, various fitness facilities.  Special programs are 
provided in the seminar rooms for dormitory students, and free movies and various 
performances occur in the outdoor are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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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선 대 학 교   

☞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국제협력팀

☞ 사이트: :www.chosun.ac.kr 

I. 대학소개

1. 인사말

- 조선대학교는 1946년 민족사학 설립이래, 인재양성이 민족과 국가발전을 

이끄는 초석임을 깨닫고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며 내실 있게 성장해왔습

니다. 아울러 지역의 한계를 넘어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글로벌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현실에 부응하기 위해 첨단 교육시설을 완비

하고, 학생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성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 배양과 더

불어 세계 유수 대학과 교류하는 등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명문 사학으로 

도약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탁월한 연구 역량을 가진 석학들을 초빙하여 

학생지도 및 학생중심체제 속에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지원하고 취업프로

그램을 개발․진행하고 있기에 우리 조선대학교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개교 100주년을 바라보며 조선대학교는 창조의 중심, 지역의 희망, 미래

의 리더라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내

외적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개성을 중시하는 창조적 

인재, 국제적 식견을 겸비한 전문 인재,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회지도자,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으로서 새 시대의, 대학

에 적합한 교육․연구․봉사를 성실히 수행해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동북아 

시대의 최고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선대학교가 큰 걸음을 내딛으려 

합니다. 계속해서 조선대학교의 움직임을 주목해주십시오. 



- 456 -

2. 설립정신 : 민족국가 수립에 기여할 지역사회의 인재를 양성

- 조선대학교는 민족국가 수립에 기여할 지역 사회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뚜

렷한 민족적 자각 속에서 태동되었다. 일제시대에 좌절된 호남지역의 민

립대학 건립 운동은 해방 직후인 1946년 5월에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창립

으로 부활되어 설립되었다. 설립 동지회는 지식인, 관리, 지주로부터 머슴

과 촌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대중이 참여한 자발적모임으로 7만2

천여 회원들이 조선대학의 설립에 참여함으로써, 민족국가 수립에 기여하

고자 하는 대중의 열망은 그 유례가 없는 규모로 결집되었다. 

3. 건학이념

(1) 개성교육: 창조적 정신으로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인

재를 기른다.

(2) 생산교육 : 교육의 장과 사회를 연결하는 생산교육을 통하여 국가바런에 

기여할 전문인을 양성한다.

(3) 영재교육 : 폭넓은 장학지원을 통하여 우수한 자질을 갖춘 영재를 육성

한다.

4. 교육목표 

(1) 개성을 중시하는 창조적 인재 양성

(2)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회 지도자 양성

(3) 국제적 식견을 겸비한 전문 인재 양성

(4)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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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명 모집단위(학부) 모집단위(학과)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문예창작학과

한문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컴퓨터통계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생명공학과

식품영양학과

해양생명과학과

법과대학 법학과

사회과학대학

행정복지학부

정치외교학부

신문방송학과

경찰행정학과

경상대학

경영학부

경제학과

무역학과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건축학부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응용화학소재공학과

금속재료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산업공학과

Ⅱ. 모집요강 

1. 지원자격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으로서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인이며 국내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2. 모집단위 (* 표시학과는 별도전형을 실시함(포트폴리오 or 실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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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학과

광기술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 *

항공우주공학과

환경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전자정보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로봇공학과

컴퓨터공학부

외국어대학

영어과

아랍어과

일본어과

중국어문화학과

독일어과

러시아어과

스페인어과

프랑스어과

체육대학

체육학부

태권도학과

무용과

미술대학

미술학부 * 회화전공

조각설치미디어전공

시각문화큐레이터전공

디자인학부 * 제품실내디자인전공

문화산업디자인전공

만화애니메이션학부 *

미술공학과*

3. 전형 및 선발 방법

(1) 전형방법

① 서류평가 시 자기소개서, 학교 성적, 수학능력, 한국어능력 등을 평가

하여 우리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격자를 결정함.

② 모집 단위에 따라 별도 전형을 추가로 실시하기도 함.

(2)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전형요소 반영비율(%) 비   고

1 서류심사 50

2 면접 50 인성, 언어 등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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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 서류

(1)제출 서류 목록(△는 해당자만 제출)

연번 구  분 제 출 비         고

1 입학지원서 1부 O
※ 입학지원서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

한 사진 2매 추가 제출할 것

2 자기소개서 1부 O

3 수학계획서 1부 O

4 추천서 1부 O
한국어 연수기관 기관장이나 지도교

수 추천 가능

5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O

6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O

7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증명서 O

8 지원학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O

9
한국어능력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공인 성적표
△

10 기타 전형 참고자료 △ 각종 어학능력 및 수상 경력, 자격증 

입증자료

(2)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①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② 제출서류는 지정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③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연

락처의 불분명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우리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

음.

④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 가능.

⑤ 지원자는 하나의 학부(학과)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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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담당자 연락처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 국제협력팀  

  담당: 윤수진

  전화(Phone): +82-62-230-6134,  

  팩스: 062-232-7355 

  E-mail : sweetyoon@chosun.ac.kr

  Homepage : http://eng.chosun.ac.kr

 

Ⅳ. 유학생 안내 사항

1. 기숙사

⑴ 모든 신입생은 기숙사 입사 가능

⑵ 학기당 기숙사비 

① 그린 빌리지 : 496,000원 / 1학기

 (관리비 476,000원, 보증금 20,000원)

② 글로벌 하우스 : 700,000won / 1학기

(관리비 650,000원, 보증금 30,000원, 자치회비 20,000원) 

⑶ 기본시설: 1인용 침대(수납서랍 부착), 책상(책꽂이 포함), 의자, 옷장(거울,

신발장 포함), 랜 케이블, 전화기, 침대커버, 커튼(버티칼), 실

랭팬(천정 부착용)

⑷ 입사 시 개인 준비물: 개인용 이불, 베개, 침대패드, 옷걸이, 세면도구 등

⑸ 편의시설: 독서실, 정보검색실, 체력단련실, 세탁실, 휴게실, 샤워실 매점

 (그린빌리지는 취사 가능)

⑹ 유의사항: 기숙사 입사 전 건강 건진 받아야 함.

2. 한국문화체험

⑴ 목적 : 조선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본교 이미지 제고.

(2) 장소 : 사찰, 궁 등 한국의 유명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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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 University   

☞ Address: 375 Seoseok-dong, Dong-gu, Gwangju 501-759, Republic of Korea

☞ Website :www.chosun.ac.kr 

I. Introduction of University

1.Greeting

 Since its foundation as a national private school in 1946, Chosun 

University has kept growing with the belief that nurturing leaders in 

society is fundamental for national development. In addition, it has 

made a number of efforts to advance to the level of global university 

with global competitiveness beyond regional limits.

 It is equipped with advanced educational facilities and has developed 

student support systems to meet the rapidly changing educational 

reality and to become a prestigious private university through 

nurturing human resources with character and creative ability. It has 

also supported variety of teaching methods based on student-oriented 

educational systems by inviting scholars with outstanding research 

capability. So our future is brighter and more hopeful.

 With hope-inspiring visions of a creative center, hope for the 

region and a leader for the future, Chosun University will be 

continuously engaged in nurturing elite students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We are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and local society by nurturing creative elits 

who will lead in the information-based society with international 

knowledge and volunteering minds. We will be dedicated to 

education, research, and volunteer services which is appropriate as a 

representative modern era university. Please continue to watch 

Chosun University as it makes great strides towards being the best 

university in Northeast Asia.

2. Foundation Philosophy

- In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movement for 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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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ed by the public in the Jeolla provinces, together with the 

Independence Movement, was reviv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Founders' Association in May, 1946.

The Founders's Association consisted of ordinary people living in 

the Jeolla provinces from various society economic background 

including intellectuals, government officials, entrepreneurs, 

laborers, and farmers. Just before applying for a charter of the 

association, membership rose as many an 72,000. Owing to the 

character an size of the founders the Chosun University started as 

a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 

3. Foundation Ideals

(1) Character Education : Educating characteristic and creative students 

who can contribute to society.

(2) Practical Education : Educationing professionas who serve for the 

welfare of the country through creative education that connects 

university and society.

(3) Specific Education for Talented Students : Educating taledted students 

through scholarship.

4. University Ideals

(1) Nurturing of Creative elites

(2) Nurturing of social leaders who serve for society

(3) Nurturing of professional elite students with international knowledge

(4) Nurturing of technical elites who lead information-based society



- 463 -

College Unit Department 

College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of History

Department of Philosophy

Department of Creative Writing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College of Natural Science

Department of Mathematics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Statistics

Department of Physics

Department of Chemistry

Department of Biology

Department of Biotechnology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Department of Marine Life Science

College of Law Department of Law

College of Social Science

Divis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ocial 

Welfare

Division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Department of Journalism & 
Communications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Ⅱ. Admission Guide

1. Applicant Eligibility

 2012 KGSP award holders who have foreign nationality parents and 

have or are expected to complete the educational curriculum 

equivalent to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ourses either in 

Korea or overseas.

2. Academic Units (* marked department takes separate screen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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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Business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Economic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College of Engineering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Division of Architecture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Department of Mechatronics 
Engineering

Department of Mechanical Design 
Engineering 

Department of Biomolecular & 
Chemical Engineering

Department of polymer Science and 
Engineering

Department of Energy Resources 
Engineering

Department of Metallurgical 
Material Engineering

Department of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Department of Aerospace 
Engineering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al 
Engineering *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Department of Photonic Engineering

College of Electronics & 
Information Engineering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Department of Information Control 
and Instrument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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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on of Computer Science 
Engineering 

College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Department of Arabic Language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Department of Spanish Language

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College of Physical 
Education

Dovision of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of Tae-kwon-do 

Department of Dance 

College of Art & Design

Division of Fine Arts * Painting

Print Making and Media

Aesthetics and Art History

Division of Design *
Visual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Design,

Products and interior Design 
Cultural Industrial Design

Division of Cartoon and 
Animation * 

Department of Design Engineering*

3. Screening Method 

(1) Process of Admission

① Self-introduction, school record, academic ability, and Korean 

Language ability will be required

② However according to the registration unit may conduct separate 

screening test.

(2) Screening criteria

No. Screening criteria Ratio(%) Remarks

1 Documents 50

2 Interview 50
Various parts will be checked

 I.e.) Characteristic, Atitude etc.

Tota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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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quired Documents 

(1)The list of Required Documents

No. Document Remarks

1 One Application Form* * 2 more photos, same as the photo 
attached to the application form

2 One Self-introduction**
** Issued by Chosun University

3 One Study plan**
4 One recommendation Letter
5 One High school graduation certificate
6 One Transcripts for all high school course

7 One Certificate of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student

8 Copy of passport, Copy of Foreigner Registration 
Card

9 One Certificate of English or Korean Proficiency If applicable

10 Others (If applicable) Evidence of Awards, 
work experiences and other certificate.

(2) Notes for the submission of documents

① All original documents need to be submitted and Documents that 

are not in Korean or English must be accompanied with 

notarized Korean or English translation. 

② All required documents must be provided as instructed. Incomplete 

application will  not be accepted. 

③ Chosun University is not responsible for any disadvantages or 

penalties resulting from missing documents, errors, or omission 

in application form, or incorrect contact information.

④ Submitted documents may not be returned. Additional documents may 

be requested by the University during initial screening

⑤ Applicants may apply to only one academic department or division.

Ⅲ. Connection

  Address: 375 Seoseok-dong, Dong-gu, Gwangju 501-759, Republic of Korea
  Name: Sujin Yoon
  Telephone: +82-62-230-6134, 
  Fax: +82-62-232-7355 
  E-mail : sweetyoon@chosun.ac.kr
  Homepage : http://global.chosu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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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Notice

1. Dormitory information

⑴ Qualifications : Every freshmen are available to live in dorm.

⑵ Fees

① Green Village : 496,000won for 4 months

(Management 476,000won, Deposit 20,000won)

② Global house : 700,000won for 4 months

(Management 650,000won, Deposit 30,000won, Student council 

fee 20,000won) 

⑶ Facilities : a single bed (with drawers) with sheets, a desk with a 

book-shelf, a chair, a closet(mirror and shoe-rack attached), LAN 

cable, a telephone, vertical curtain, and ceiling fan, cooking 

facility

⑷ Students shall prepare a blanket, a pillow, a bed pad, a cloth 

hanger, soaps and a toothbrush, etc.

⑸ Convenient Facilities : Internet room, library, gym, laundry room, 

common room, shower room, school store etc. (Green village : 

cooking available)

⑹ Notice : All students who stay in the dormitory must get medical 

check-up before entering.

2. Korean Culture Experience Program

⑴ Purpose : To enhance the image of Korea and our University for 

international students who are studying at our 

University

(2) Place : The famous tour place such as Korean traditional temple, 

castl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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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사항 (Personal Data)

성명

(Full Name)

이름(Given name)

 : 

성(Family name) : 

* Name should be spelled the same as in the passport and in English.

생년월일

(Date of Birth)

   년(yyyy)      월(mm)      일(dd) 나이(Age:      )

국가(Country)  국적(Citizenship)  

여권

(Passport)

(Number) □ Male □ Female 

(Date of Issue)             (Date of expiry) □ Single□ Married

연락처

(Emergency

 Address)

Address:

Postal cord:

Tel.:                                 E-mail:

Mobile Phone: 

어학능력

(Language  

Proficiency)

영어성적

(English Proficiency)

TOEFL or 　IELTS

Score :

Korean

Proficiency

(only TOPIK)

□High□Middle□Low  

Score: 

최종학력

(Information

concerning 

applicant’s   
most recent 

education)

최종졸업(예정)학교

(Name of Previously 

attended school.)

 해당국가/

도시

(Country/

City)

 

자격증

(Certificate, if 

available)

 

수상

(Awards, if 

available)

 

지원신청대학

(Applying 

University)

학부명 (Faculty) 학과명 (Department)

  

 

【첨부1】
2012 조선대학교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입학지원서'

(Application For Admission) 

* 이 서류는 서명을 제외한 다른 내용은 손으로 쓰지 말고 컴퓨터로 임력한 후 제출하세요. 

(Please this application should be typed, not handwritten, except for signature)

* 해당 사항이 없을 시 N/A로 기입하세요.(If not applicable, please stat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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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Education: Academic History starting from Middle School)

학력

(Academic 

 Career)

기간

(Period)

학 교 명

(Name of school)

해당국가/도시

(Country/City)

평균

평점 

(GPA)

환산점수

(converted 

score)

 /100

학교 번호

(Phone number 

of school)

~     

∼     

~

직업 혹은 

봉사이력(Occupation 

or 

Volunteering 

record)

기  간

(Period)

기  관  명

(Institution   or 

company)

직  책

(Positio

n)

담당업무

(Operation   or Duty)

∼    

∼    

3. 가족사항 Family Background

관계

(relations)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학력

(Scholarly 

attainments)

직장명

(Name 

of workplace)

재직기간

(Period 

of career)

직장전화

(Phone of workplac) or

휴대전화

(Mobile phone)

부

(Father)

 ~

모

(Mother)

 ~

 입학지원서상의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I confirm that all information in my application is complete and correct.)

     년(yyyy)     월(mm)      일(dd)

 

 Applicant's Name :                                     (signature)

 

수험번호(Examinee's Number) * * 기입하지 않음(Leave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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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2012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자기소개서

(Self-introduction Essay) 

========================================================

 ▣지원자 정보 / Applicant's information 

- 성명(Name) :

- 성별(Sex) : 남(male) - (  ) 여(female) - (  )

- 생년월일(Birth date) :      년(year)      월(month)      일(day)

========================================================

* 성장배경, 학교생활, 성격 등을 기입(Please write down your background, 

previous school life, characteristic,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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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2012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수학계획서

(Study Plan)

========================================================

 ▣지원자 정보 / Applicant's information 

- 성명(Name) :

- 성별(Sex) : 남(male) - (  ) 여(female) - (  )

- 생년월일(Birth date) :      년(year)      월(month)      일(day)

========================================================

* 수학목적 및 세부 계획(Purpose of Academic Study or Research and 

Detailed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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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학부/학과군 학과

경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경제통상학부
경제학전공

무역학전공

관광학부
관광경영학전공

호텔경영학전공

법과대학 법학부 법학전공

사회과학대학

행정도시지적학부

행정학전공

도시계획학전공

지적학전공

정치사회복지학부

정치외교학전공

사회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언론정보학부
신문방송학전공

광고홍보학전공

인문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역사문화학전공

청 주 대 학 교   

☞ 주  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청주대학교 (360-764)

☞ 사이트: http://www.cju.ac.kr

I. 학교 안내

  청주대학교는 광복 후 최초의 4년제 대학으로 설립된 사립대학교로, 64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약 13,000명의 재학생들이 대학교와 대학

원에서 60 여개의 전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세계 25개국 120여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대학 중 

가장 많은 수준의 외국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수진과 최고의 

교육시설, 국제표준구격의 장학학사제도 등 뛰어난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청주대

학교는 ‘국제화에 강한 대학’으로서, 시대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Ⅱ. 모집요강

1. 모집학과 및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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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보학부
문헌정보학전공

문화콘텐츠학전공

어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이공대학

자연과학부

응용화학전공

생명과학전공

유전공학전공

바이오정보통계학전공

환경조경토목공학부

토목환경공학전공

환경조경학전공

환경공학전공

건축공학과군 건축공학과

전자정보공학부

전자공학전공

반도체설계공학전공

컴퓨터정보공학전공

산업공학∙레이저정보공

학부

산업공학전공

레이저광정보공학전공

예술대학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공예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조형예술학부
회화전공

만화ㆍ애니메이션전공

스포츠학부 레저스포츠전공

공연영상학부
연극전공

영화전공

대학소속없음 중국학부
중어중문학전공

중국통상학전공

2.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 합계

50% 50% 100%

(1) 면접시험은 지원학과의 주임(지정)교수 및 국제교류처장이 실시한다.

(2) 총점의 점수 환산 시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최저점수

① 총점이 5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선발한다.

② 학업수행능력이 부족한 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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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1)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신청 서류 일체 사본 1부

①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본교로 송부 예정

(2) 상반신 사진(원서용) 이미지 파일 1매

① 지원자가 본교로 이메일로 송부

② jpg 혹은 gif 파일양식으로 200kb를 넘지 않도록 한다(4cmX5cm).

Ⅲ. 문의    

1. 담당자

    국제교류팀 직원 배소정

2. 연락처

   (1) 전화 : +82-(0)43-229-8811

   (2) FAX : +82-(0)43-229-8944

   (3) 이메일 : esjay@cju.ac.kr / sjbae37@naver.com

Ⅳ. 유의사항    

1. 국립국제교육원 정부초청장학생 학사지침에 따라 한국어연수를 받을 자는 

추후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취득하여 본교에 증명서를 제출

해야 최종적으로 입학이 확정된다. 

2. 제출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

견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불합격자도 반환 불가)

4. 지원자는 지정된 날에 반드시 면접을 하여야 합니다.

5. 합격자는 반드시 입학하여야 합니다.

6.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7. 입학 후 제반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과 내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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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Division Department 

College of  

Economics &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Accounting

Economics  and 

International Commerce

Economics

International Trade

Tourism
Tourism Management

Hotel Management

College of Law Law Law

College of  

Social Sciences

Public  Administration, 

Urban Planning and Land 

Management

Public Administration

Urban Planning

Land Management

Political  Science,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Sociology

Social Welfare

Cheongju University   

☞ Address: Cheongju Univ, 298 Daesung-ro, Sangdang-gu, Cheongju (360-764)

☞ Website: http://www.cju.ac.kr

I. Introduction

  Cheongju University, the first 4-year university to be established 

after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is a private 

institution of 64 years of history. Currently, there are 13,000 students 

studying their undergraduate or graduate courses in 60 majors. Our 

university have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based on our relations 

with 120 sister universities at 25 nations, and one of the largest 

population of foreign students study here. With the best educational 

environment provided by highly qualified faculty and educational 

facilities, Cheongju University, nurtures its strength as one of the most 

internationally oriented university in this era.  

Ⅱ. Entrance Guideline

1. Applicable Major/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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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 

Information

Communications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College of  

Humanities

Humanities
Korean  Language & Literature

History  and Culture

Culture  & Information 

Scienc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ulture  & Contents Science

Language  Studi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Japanese Language & Literature

College of  

Science & 

Engineering

Natural  Science

Applied Chemistry

Life Science

Genetic Engineering

Bioinformatics and Statistics

Civil, Environmental 

Engineering & Landscape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Environmental Engineering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Architectural Engineering

Electronics & Information 

Engineering

Electronic Engineering

Semiconductor & Design 

Engineering

Computer Information & 

Engineering

Industrial Engineering 

and Laser &   Optical 

Information Engineering

Industrial Engineering

Laser  & Optical Information 

Engineering

College of  

Arts

Design

Industrial Desig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Crafts

Fashion Design

Visual  and Plastic Arts
Painting

Cartoon  and Animation

Sports Leisure  Sports

Performing Arts & Film 

Arts

Theater

Film

N/A Chinese  Studies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Chinese Trade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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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valuation

Document Interview Total

50% 50% 100%

  (1) Interview will be conducted by the head professor of applied 

department and the Dean of International Affairs.

(2) When making a total, numbers will be rounded off to the nearest 

thousandths.

(3) Limit

① Only applicants who score above 50 points in total can be 

accepted.

② Applicants with poor academic capability can be eliminated in 

the selection.

3. Documents

(1) 1 copy of all documents for KGSP application

① To be sent by the NIIED to Cheongju University

(2) 1 image file of applicant's ID photo

① To be sent by the applicant to Cheongju University by e-mail.

② jpg or gif file, no larger than 200kb(4X5cm).

Ⅲ. Contact    

   Office of Int'l Affairs, Sojung Bae

   Phone : 043) 229-8811

   FAX : 043) 229-8944

   Email : esjay@cju.ac.kr / sjbae37@naver.com

Ⅳ. Notes

1. For applicants required to take Korean language courses according 

to the NIIED KGSP regulations, their entrance to undergraduate 

courses will be finalized only after the applicant achieves TOPIK 

Level 3 and submits that TOPIK score report to CJU.

2. Permission to enter CJU can be cancelled upon any discovery of 

submission of false documents or illicit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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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ubmitted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Including unsuccessful 

candidates)

4. Applicants must attend the interview on the designated date.

5. Successful candidates must attend CJU.

6. The Entrance Inspection Council will decide about the matter this 

guideline does not specify. 

7. Matters pertaining admission will decided according to the University 

regulations and by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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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남 대 학 교   

☞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대학로 79

☞ 사이트:www.cnu.ac.kr

I. 대학소개

1. 충남대학교 소개

   (1) 1952년 개교한 충남대학교는 한국 고등교육의 중심에 서있다. 개교이래 60

년 동안 충남대학교는 인재양성의 요람이자 지역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견지하

며, 학과과정과 행정에 있어서 귾임없는 변화를 통해 미래의 유능한 학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한반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충남대학교는 풍부한 교육과 연구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충남대학교 대덕 캠퍼스는 대덕 연구단지의 중심에 위치할뿐 아니

라, 정부종합청사와 대한민국 군 사령부가 지척에 있다. 이러한 유리한 입지조

건으로 충남대학교는 한국의 가장 전략적인 대학가운데 하나로 부상하여, 산학

협력의 중심지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의 충남대학교는 세계 100위 대학에 진입하기 위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60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서깊은 대학이자 지역의 지속적인 후원을 받으며, 15만

명이 넘는 동문들의 지지와 교직원의 쉼없는 열정으로 국내는 물론 국외 고등교

육의 선봉에 서있다.  꿈이 있는 학생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충남대학

교이다. 

  (2) 교육 모토     

“창조, 발전, 지역봉사” 

  (3) 위치      

충남대학교는 한국의 중심부 대전광역시에 위치해있다. 이는 수도 서울로

부터 150Km 남쪽으로 한국 교통의 중심에 있어 모든 주요도시로의 접근

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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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현황 

교직원 현황 교수/직원 893/644

재학생 현황

학부생 25,790

대학원생 5,703

외국인 유학생 1,342 from 46 countries

과정별 현황

단과대학

학과

16

105

일반 대학원

특수대학원

1

13

석사과정

박사과정

252

174

연구소 현황 71

캠퍼스(대덕 & 보은 의과대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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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모집요강

1.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지원서 접수
2011. 12. 5.(월) 09:00 

~ 12. 16.(금) 18:00

우리대학교 

입학관리본부

(정보통신원(N2) 1층)

 우편 또는 방문제출

 ※ 팩스전송 불가

 ※ 공휴일 제외

서 류 심 사 2011. 12. 22.(목) 지원학과

합격자 발표 2012. 1. 2.(월)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등       록 
2013. 2. 13.(월) 

~ 2. 15.(수)

하나은행, 농협, 

또는 우리은행 
추후 홈페이지 공고

2. 지원자격

(1) 재외공관 정부초청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현재 위탁 대학에서 한국어 연수중

인 학생으로

(2) 2013년 2월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시험 3급 이상 취득(예정) 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제출자가 입학할 경우에는 졸업 전까지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3. 지원서 접수

(1) 기 간 : 2011. 12. 5. (월) ~ 12. 16. (금) 18:00까지

(2) 방 법 : 충남대학교 방문 및 우편접수

(3) 전형료 : 면제

(4) 제출서류

(1) 지원서 1부(충남대학교 양식 1)

(2)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충남대학교 양식 2, 3)

(3)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4)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지원서,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는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 외국에서 발행하여 한국어 또는 영어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함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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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방법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와 면접에 근거하여 충남대학교 각 모집단위(지원학과)

에서 서류평가를 실시함(100점 만점)

  (1) 자체면접 평가요소

평가요소 비율 점수

 1. 학구적 태도와 소양 40%

100점
 2. 전공(외국어 포함) 수학능력 30%

 3. 전공에 대한 적성 30%

합 계 100%

  (2) 서류평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

5. 합격자 발표 

  (1) 날짜 : 2012. 1. 2. (월)

  (2) 방법 : 개별통보

6. 등록

  (1) 날짜 : 2013. 2. 11. (월) ~ 2. 13. (수)

  (2) 방법 : 추후 충남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에 공고

7. 연락방법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305-764)

  - 전    화 : 042-821-8001, 8002

  - 팩    스 : 042-823-5875

  - 전자우편 : Open_foreign@cnu.ac.kr, cnuint@cnu.ac.kr

  - 홈페이지 : http://ipsi.cnu.ac.kr, http://www.cnu.ac.kr/english, 

               http://cnuin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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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원가능 학과

구분 계열 대  학 모집단위

신

입

학

인

문

․
사

회

계

인문대학

 □ 국어국문학과  □ 영어영문학과  □ 독어독문학과 

 □ 불어불문학과  □ 중어중문학과  □ 일어일문학과

 □ 한문학과      □ 언어학과      □ 국사학과

 □  사학과        □ 고고학과      □ 철학과 

사회과학

대    학

 □ 사회학과      □ 문헌정보학과  □ 심리학과      

 □ 언론정보학과  □ 사회복지학과  □ 행정학과

 □ 정치외교학과  □ 자치행정학과  

경상대학
 □ 경영학부(경영학과, 회계학과, 국제경영학과)

 □ 경제학과     □ 무역학과   

농업생명

과학대학
 □  농업경제학과

자

연

계

자연과학

대    학

 □  수학과                 □  정보통계학과

 □  물리학과               □  천문우주과학과

 □ 화학과                 □  생화학과   

 □ 지질환경과학과         □  해양환경과학과      

 □ 무용학과

공과대학

 □ 건축공학과           

 □ 토목공학과             □  환경공학과

 □ 기계공학과                □  기계설계공학과

 □  메카트로닉스공학과        □ 항공우주공학과 

 □  선박해양공학과         □  전기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  전자공학과

 □  전파공학과             □ 정보통신공학        

 □ 나노소재공학과         □ 재료공학과 

 □  화학공학과             □  고분자공학과

 □ 정밀응용화학과          

 □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과        

농업생명

과학대학

 □ 응용식물자원학과       □  원예학과

 □ 산림환경자원학과       □  환경소재공학과 

 □ 동물자원생명과학과   

 □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 응용생물학과

 □ 생물환경화학과         □  식품공학과

 □ 지역환경토목학과       □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생활과학

대    학

 □ 의류학과               □ 식품영양학과

 □ 소비자생활정보학과

생명시스템

과학 대학

 □ 생물과학과

 □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간호대학  □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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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등록금 (2011) 

단과대학 학비 대학원 

인문 & 사회과학 대학  ￦ 1,766,000  $ 1,530 

석사 & 박사 : 학부과정보다 약 $ 

90 ~ 175 높음. 단과대학에 따라 

차등. 

- 일반대학원

- 특수대학원(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보건대학원, 산업대학원, 

특허법무대학원, 

평화안보대학원) 

- 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분석과학     

기술대학원, 녹색에너지기     

술전문대학원, 신약전문대학원)

  

자연과학대학

-수학

-의예 

-기타

￦ 1,975,000
￦ 2,513,000 
￦ 2,177,000 

$ 1,715

$ 2,185 

$ 1,893

경제 & 경영대학  ￦ 1,753,500 $ 1,525 

공과대학 

(건축과 포함) 

￦ 2,560,000 
(￦ 2,662,000) 

$ 2,225 

($ 2,315)

농업 & 생명과학대학 

(농업, 경제학과 포함)

￦ 2,161,000 
(￦ 1,766,000) 

$ 1,880 

($ 1,535) 

법과대학  ￦ 1,814,000  $ 1,575 

약학대학 ￦ 2,768,500  $ 2,405 

의과대학  ￦ 3,857,000  $ 3,355 

간호대학  ￦ 2,274,000  $ 1,975 

생활과학대학  ￦ 2,161,000  $ 1,880 

예술대학  ￦ 2,526,500  $ 2,195 

수의과대학  ￦ 2,967,500  $ 2,580 

생명 시스템 & 

과학대학
 ￦ 2,161,000  $ 1,880

인문대학  ￦ 2,271,500   $ 1,975

  1)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이루어져있다. 신입생은 입학금으로 약 

181,000원을 납부해야 함. 

  2) 위의 등록금은 달러 대 원화 환율 $1 = 1,150 원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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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생생활관

규모 및 시설
 • 수용인원 : 4,800 여명

 • 시    설 : 책상, 의자, 책꽂이, 침대, 옷장 등 구비

선 발 방 법  • 외국인 학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발한 후 임의 배정함  

사   용   료

 구      분 사  용  료 비 고

4인실 (2,3동)

699,000 ~ 969,000 단위: 원

복도 2인실 (4동)

아파트 2인실 (1,5,6동)

아파트 3인실 (5동)

BTL 2인실 (7,8,9,11동)

백행사 2인실

 • 위 생활관비는 2010학년도 기준이며, 추후 변경 가능함

 • 식사형태는 의무식 임(평일 중식 제외) 

안        내
 • 생활지도실 : +82-42-821-6181, 6183

 • 홈페이지 : http://www.cnu.ac.kr/~dormitory/

          Ⅷ. 지원가능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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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1] 

충남대학교 정부초청 외국인(GKS)전형 입학지원서

Application Form for Global Korea Scholaship

2013 학년도 전기 Spring Semester 2013 ※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이름
Name

한글
Korean

사진 
Photo

(3× 4㎝)

영문
English

외국인 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

성별
Sex

 □ 남/Male 

 □ 여/Female

여권번호
Passport No.

국적  
Nationality 

이메일
E-mail

전화
Phone

휴대폰
Mobile

Mailing 
Address

(in Korea)

우편번호 Zip Code [      -      ]

지원 모집단위(학과)

Desired Major
대학/college                   학과(전공)/department(major)

한국어 능력
 Korean Proficiency Level

 공인성적표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I have an official certificate.   □Yes  □No

TOPIK    급Level

기숙사
 Dormitory  □Yes   □No     임의 배정/randomly assigned

보호자
Guardian

이름Name 국적Nationality  직업Occupation 전화Phone 휴대폰Mobile

주소 Mailing Address

(Home Country)
우편번호 Zip Code [      -      ]

교육 이력

Education Career

학교 이름

Name of Scool

나라(도시)

Country(City)

재학 기간 Duration of Studying

날짜 Period 총 이수 기간
Total Years of Attendance

초등학교
Elementary ~        년      개월

중학교
Middle ~        년      개월

고등학교
High ~        년      개월

대학교
College ~        년      개월

상기 입학원서 및 제출하는 서류의 모든 내용은 사실이며, 추후 본 서류에서 허위 또는 잘못 
기재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귀교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I affirm that the information I have provided on this application, including personal 
statements and any other information, is complete and accurate and is my own work. I 
understand that submission of incomplete or inaccurate information is sufficient cause for 
revocation of admission or enrollment.

                             날짜/Date:                     (yyyy-mm-dd)

                             지원자 성명/Name of Applicant:                (서명/Signature)

 충남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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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2] 

자기소개서(Personal Statement)

※ 반드시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 / Fill out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1. 성명(Name) : 영어 철자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Spell out your 

English name correctly)

○영어 (English) :                                                       

                             First Name           Last(Family) Name

○한글 (Korean) :                                                       

                                성(姓)                   이름(名)         

2. 자기소개(Self-Introduction)

 1) 성장배경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경험, 좌절, 고난을 극복한 

과정을 기술하시오. 

 Background - Describe your background including difficult 

experiences or hardship you went through with some 

explanations on how you overcome those crisis. 

 2) 관심분야 – 지원한 전공과 관련하여 관심과 적성을 보였던 분야 혹은 

성취를 이루었던 분야와 그에 대한 동기를 기술하시오.

  Interested field - Describe your interest, aptitudes, and 

accomplishment in relation to your selected major 

and discuss how these experiences motivated you.

 



- 488 -

[Form 3] 

수학계획서(Study Plan)

지원학과(Department) :                 

성    명(Name) :                      

    

1. 충남대학교를 선택한 이유와 전공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술하시오.

Describe a reason why you chos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d the process how you chose the major.

 

2. 입학 후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학업목표를 설명하고 그와 관련하여 

졸업 후 진로를 자세하게 기술하시오.

Describe your study objectives upon your admission and your 

future plan after graduation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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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담당자 연락처 

업무명 부서명 담당자명 직위 전화번호 팩스 메일주소

장학생 관리 국제교류본부 박종금 주무관 042-821-8822 042-821-5125
sherry777@cnu

.ac.kr

한국어연수 언어교육원 심화영 주무관 042-821-8804 042-821-0986
simhy@cnu.ac.

kr

장학생

후보 선발
입학관리본부 임지영 주무관 042-821-5028 042-823-5026

open-foreign@

cnu.ac.kr  



- 490 -

IV. 충남대학교의 특징

1. 특화된 연구 분야

  (1) 누리 프로젝트 

  (2) 차세대 이동통신 및 서비스인력양성 사업단 

  (3) 대덕밸리바이오산업인력양성 사업단 

  (4) 도심생태생활문화 인프라 구축인력양성 사업단 

  (5) 철도시설 전문인력양성 사업단 

  (6) 항공우주기술인력양성 사업단 

  (7) 메카트로닉스 인력양성 사업단 

  (8) 반도체 기반 에너지기술 인력양성 사업단  

2. BK (Brain Korea) 21: 세계수준의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1) 메카트로닉스고급인력양성산학공동사업단 

  (2) 대덕특구연계에너지소재연구인력양성사업 

  (3) 산·학(연)네트워크첨단지능형부품소재인력양성사업단 

  (4) 차세대통신인력양성사업단  

  (5) 차세대정보기술SW인력양성 

  (6) 대덕R & D특구반도체기반기술인력양성사업 

  (7) 대덕R&D특구의과학전문인력양성사업단 

  (8) 차세대우주탐사연구인력양성사업팀  

  (9) 수학비젼2013사업팀 

  (10) 대덕R & D특구복합무역전문인력양성사업팀  

  (11) 고인성콘크리트를활용한제진구조시스템개발팀  

  (12) 기술융합형산업용섬유인력양성 

  (13) 동물바이오R & D고급인력양성사업팀 

  (14) 대덕R & D특구바이오고급인력양성사업단 

  (15) 영양관리대상별웰빙식품개발전문인력양성사업팀 

3. 국가지정연구실 사업 

  (1) 양자 점 광 장치 연구실 

  (2) 내분비세포생물학 연구실 

  (3) 제약기술 연구실 

  (4) 중합체 유도된 세라믹 재료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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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학금 혜택(2011, 3월 기준) 

  (1) 2011년 한해 23억원의 장학금 지급

  (2) 43% CNU 학생이 90여종류의 장학금 혜택

  (3) 장애우 장학금 

  (4)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① 학부 

     ..입학대상자 상위 30%의 학생은 첫학기 입학금, 수업료 면제  

     ..신입생 중 한국어능력시험 TOPIK 5급이나, 영어능력시험 TOEIC 650, 

TOEFL PBT550, CBT210, IBT80, TEPS 550, IELTS level 5.5 이상 소

지자 중 성적 우수자 첫 학기 기성 회비 면제. 

     ..재학생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서 수업료 면제 

       1) 15학점 이상 수강자

       2) 전학기 성적이 C+ 이상인자 

    ② 대학원

     ..모든 입학대상자는 기성회비 2/3 감면.

     ..재학생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과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 

5. 왜 CNU인가 ? 

  (1) 캠퍼스 기반시설 강화 

    ① 광역 컴퓨터 정보 시스템 

    ② 최첨단 교육 환경과 이러닝 네트웤 
    ③ 도서관, 학생회관, 단과대학에 컴퓨터 이용시설 완비 

    ④ 보건소, 우체국, 은행, 여행사, 체육관, 커피숍 등 시설 완비

    ⑤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캠퍼스

    ⑥ 세계 46개국 1,300여명의 외국인유학생 수학

  (2) 경제적 여건 

    ① 한국의 주요 거점 대학가운데 가장 낮은 수업료

    ② 대도시의 이점과 낮은 생활비 이점을 고루 갖춤

    ③ 약 43%의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

  (3) 풍부한 취업기회

    ① 대덕 과학연구단지에 근접  

    ② 연관 연구소와 산학협력기관에서 2만여명의 인력 고용창출



- 492 -

   ③ 연구협력, 인턴쉽의 기회 

   ④ 벤처기업 육성책에 중부지역 최대의 역량강화 대학

   ⑤ 다수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4) 학술 & 연구분야의 탁월성

    ① 독감 바이러스백신의 세계적 권위자인 수의과대학의 서상희교수는 H1N1

백신을 처음으로 개발했다.  

    ② BK(Brain Korea) 21 프로젝트 : 2006년 이후 연속 56억의 정부지원금 

확보

    ③ 누리(New University of Regional Innovation) 프로젝트 : 2006년 이

후 4년동안 53억5천만원 확보 

    ④ 고등교육 수용 빌딩 프로젝트 : 2010년 4억6천만원 조성

    ⑤ 교수연구지원 : 한국 2위 

    ⑥ SCI 논문 발표 : 한국 13위 

    ⑦ 2000년 아시아위크지 아시아 상위 50개 대학에 선정

  (5) 외국인유학생 지원

    ① 1:1 써포터즈 운영

    ② 등록, 생활적응, 비자, 개인생활등 전문 상담

    ③ 연 2회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수시 상담

    ④ 연중 2회의 외국인유학생 축제와 각종 문화행사 개최 

  (6) 편리한 생활과 교통

    ① 교육과 연구의 최적지인 대전에 위치. 대덕연구단지(800개의 고기술 산

업체와 60개의 부출연,협력 연구센터 입주), 대전정부종합청사, 한국군 

사령부와 같은 다수의 국가 전략기관이 근접해 있음.

    ② 150만 인구의 현대 도시

    ③ 안전한 도시, 높은 시민의식의 도시

    ④ 주요도시와의 근접성과 수려한 자연경관

    ⑤ 편리한 교통(5-10분거리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 지하철, 기차역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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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Address : 7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05-764

☞ Site : www.cnu.ac.kr

I. Introduction

1. About CNU 

 

  (1) Founded in May 1952,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NU) is one 

of the most prestigious centers of higher education in the nation. In the 

past 60 years, CNU has been a national leader in educating talented 

youth and has participated in the community's development. We take 

pride in providing a challenging curriculum that will prepare students to 

become scholars. 

   Located in the central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CNU offers an 

environment rich in research and education. This is possible due to the 

presence of high caliber organizations including the Daedeok R&D 

Special District,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the Daejeon 

Government Complex and the Headquarters of the Korean Armed Forces. 

These groups made it possible for CNU to develop into one of the 

nation's most strategic universities and evolve into a center of 

collaboration for research institutes and industries. 

   Recently, CNU has made great strides in each academic field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one of the top 100 universities in the world. With 

our university's proud and distinctive history, ongoing community 

support, the generosity of over 150,000 alumni and friends, and the 

continuous endeavors of faculty and staff, CNU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Look no furthe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s the place where 

aspirations can be re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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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ducational Motto 

     “Creativity, Development, and Service to the Community” 

  (3) Location 

     CNU is conveniently located at the center of Korea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Daejeon is 150 km from the capital city of Seoul 

and is the transportation hub of Korea, allowing easy access to all 

major cities. 

2. General Information 

Employee Professors/Staff 893/644

Enrollment

Undergraduates 25,790

Graduates 5,703

Internationals
1,342 from 46 

countries

Academic Programs

Colleges/School

Departments/Divisions

16

105

Graduate School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1

13

Master's Programs

Doctoral Programs

252

174

Research Institutes 71

Campus(Daedeok & Bowun 

Medical Campu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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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General Admission Guideline

1. Application Schedule

Process Date and Time Location Notes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m

Dec. 5. 2011 (Mon) 

~ Dec. 16. (Fri) 18:00

CNU Admission 

Office (N2)

Submission by mail or 

in person

※ Excluding weekends

Documents Screening Dec. 22. 2011 (Thurs)
Each respective

departments

Announcement of 

Successful 

Applicants Projected

Jan. 2. 2012 (Mon) 
individual 

notification
 

Tuition Payment
Feb. 11. 2013 (Mon) 

~ Feb. 13. (Wed)

Any Hana Bank, 

Nonghyup, or 

Woori Bank 

Further notice 

at CNU homepage

2. Eligibility for Application

(1) Government-invited foreign scholarship students who are taking 

Korean Language Course at arranged universities.

(2) Applicants who applied for examination of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TOPIK), they must submit Level 3 or higher on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TOPIK) before February, 2012.

※ If applicants submit Level 3 on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TOPIK), they must submit Level 4 or higher on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TOPIK) before graduation.  

3.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m

  (1) Period : From 2011. 12. 5. (Mon) to 12. 16. (Fri)

  (2) How to submit :Visit and Mailing application

  (3) Application Fee : Exempt

  (4) Documents to Be Submitted

① Application form(CNU form 1)

② Self-introductory Essay and Study Plan(CNU form 2, 3)

③ Certificate for Level 3 or higher TOPIK

④ Copy of Passport and Alien Registration Card

  ※ Note for Submitting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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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application form, Self-introductory Essay and Study Plan must 

be written out in Korean or English.

  - Foreign documents in a language that is not Korean or English 

must have attached a copy of a translation into Korean or English.

  - Documents are not returned once submitted.

4. Selection of Applicants

   According to the documents submitted by applicants, CNU Admission 

Unit Evaluation Committee judges generally. 

   (Perfect score is 100.)

(1) Evaluation of Academic Capabilities

Criteria for Judging Proportion Score

 1. Scholastic Drive and positiveness 40%

100

(Perfect 

score)

 2. Academic Aptitude for the major 30%

 3. Attitude and Basic Knowledge 30%

Total 100%
  

  (2) Candidates' whose Evaluation score are over 70 points out of 100 

will be considered for admission.

5. Announcement of Successful Applicants

(1) Date : 2012. 1. 2. (Thurs)

(2) Process : individual notification

6. Registration

(1) Date : 2013. 2. 11. (Mon) ~ 2. 13. (Wed)

(2) Process : Further notice at CNU Admission homepage

7. Contact

  - Address :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05-764, Korea

  - Tel. : 042-821-8001, 8002

  - Fax : 042-823-5875

  - Email : Open_foreign@cnu.ac.kr, cnuint@cnu.ac.kr

  - Web site : http://ipsi.cnu.ac.kr, http://www.cnu.ac.kr/english, 

                http://cnuin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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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dmission Quota

Group Department Majors

Liberal
Arts

Humanities

 □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 Linguistics     □ Korean History    □ History
 □ Archaeology   □ Philosophy 

Social 
Sciences

 □ Sociology       □ Library Information  
 □ Psychology     □ Communications  
 □ Social Welfare  □ Public Administration
 □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 Autonomous Local Administration  

Economics 
and 

Management

 □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Accounting, International Business)   
 □ Economics      □ International Trade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 Agricultural Economics

Natural 
and 

Physical 
Sciences 

Life Sciences

 □ Mathematics             □ Information and Statistics 
 □ Physics                  □ Astronomy and Space Science
 □ Chemistry                 □ Biochemistry                
 □ Geology and Earth Environmental Sciences
 □ Oceanography and Ocean Environmental Sciences
 □ Dance 

Engineering

 □ Architectural Engineering 
 □ Civil Engineering          □ Environmental Engineering
 □ Mechanical Engineering 
 □ Mechanical Design Engineering   
 □ Mechatronics Engineering     □ Aerospace Engineering   
 □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 Electrical Engineering      □ Electronics Engineering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ngineering       
 □ Radio-wave Engineering    □ Computer Engineering
 □ Materials Engineering 
 □ Nano Materials Engineering   □ Polymer Engineering
 □ Organic Materials and Textile System Engineering
 □ Fine Applied Chemistry     □ Chemical Engineering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 Applied Botany            □ Horticulture        
 □ Environment & Forest Resources
 □ bio-based materials
 □ Animal Resources and Life Sciences
 □ Animal Bio-System Science  
 □ Local Environmental Civil Engineering
 □ Bio-systems Machinery Engineering     
 □ Applied Biology            □ Food Science & Technology
 □ Bio-environmental Chemistry            

Human 
Ecology

 □ Clothing & Textiles         □ Food & Nutrition
 □ Consumer Life and Information

Biological 
System 
Sciences

 □ Biology                    □ Microbiology

Nursing  □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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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uition & Fee (2011) 

Colleges Undergraduate  Graduate 

Humanities & Social Sciences  ￦ 1,766,000  $ 1,530 

Master’s &Ph.D’s: Approx. $ 

90 ~ 175 higher than that 

of undergraduates, 

depending on schools 

- Graduate School 

- Professional Grad.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Education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Health 

  ndustry 

  Patent Law 

  Peace & Security 

- Specialized Grad. School  

  of Medicine, 

  Analytical Sci. & Tech. 

  Green Energy Tech. 

  Drug Discovery & Dev. 

Natural Sciences 

Math 

Pre-Med

￦ 1,975,000
￦ 2,513,000 
￦ 2,177,000

$ 1,715

$ 2,185 

$ 1,893

Economics & Management  ￦ 1,753,500 $ 1,525 

Engineering 

(Architecture) 

￦ 2,560,000 
(￦ 2,662,000) 

$ 2,225 

($ 2,315) 

Agriculture & Life Sciences 

(Agric. Economy) 

￦ 2,161,000 
(￦ 1,766,000) 

$ 1,880 

($ 1,535) 

Law  ￦ 1,814,000  $ 1,575 

Pharmacy ￦ 2,768,500  $ 2,405 

Medicine  ￦ 3,857,000  $ 3,355 

Nursing  ￦ 2,274,000  $ 1,975 

Human Ecology  ￦ 2,161,000  $ 1,880 

Fine Arts & Music  ￦ 2,526,500  $ 2,195 

Veterinary Science  ￦ 2,967,500  $ 2,580 

Bioscience & Biotechnology  ￦ 2,161,000  $ 1,880

Liberal Arts  ￦ 2,271,500  $ 1,975

   1) The tuition and fee is comprised of the tuition cost and the student 

supporting association fee (SSAF). First semester students will 

have to pay an additional one time fee of 181,000 won (equivalent 

to $157). 

   2) All figures are calculated based on the exchange rate of $1 = 1,15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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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ormitory

Scale and 

Facilities

 • Can accommodate : 4,800

 • Facilities : fully furnished with desk, chairs, bookcase, 

bed, wardrobe, etc.

Selection 

Method

 • International students are assigned based on their own 

choice. 

Rent

 Type Fees Note

4-person room

699,000 ~ 969,000
Units: KRW 

(won)

2-person hallway room

2-person apartment

3-person apartment

BTL 2-person room

BTL married couples rooms

Baekhaeng Dormitories 

2-person room

 • The above costs are based on 2010 data, 

   and may be revised in the future

 • The meal plan is obligatory for all dormitory residents

   (excluding married couples) except during weekday lunches)

Information
 • Counseling : +82 - 42 - 821 - 6181, 6183

 • Homepage : http://www.cnu.ac.kr/~dorm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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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ontact Information

Business Department Charge Title Phone Number Fax Number e-mail address

Admission
Admission 

Office

Ji-Young, 

Lim
Staff 042-821-5028 042-823-5026

open-foreign@

cnu.ac.kr

Korean 

Language 

Trainning

Korean 

Language 

Center

Wha-young

, Sim
Staff 042-821-8804 042-821-0986

simhy@cnu.ac.

kr

Supporting

Office of 

Internation

al Affairs

Jong-keum

, Park

Coordin

ator
042-821-8822 042-821-5125

sherry777@cnu

.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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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harachteristic.

1. Specialized Research Areas

  (1) NURI (New University of Regional Innovation) project 

  (2) Manpower development for next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and 

service industry 

  (3) Manpower development for bio science & technology industry 

  (4) Manpower development in eco-city planning 

  (5) Manpower development for railroad technology 

  (6) Manpower development in aerospace engineering 

  (7) Manpower development in mechatronics engineering 

  (8) Manpower development in semi-conductor based energy development 

2. BK (Brain Korea) 21: Project for fostering world-class specialists 

  (1) Manpower development in mechatronics engineering 

  (2) Manpower development for energy & environmental materials 

  (3) Manpower development in advanced intelligent materials & component 

  (4) Manpower development for next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5) Manpower development for next generation software in IT industry 

  (6) Manpower development for bio science & technology 

  (7) Manpower development for biomedical science 

  (8) Manpower development for astronomy & space observations 

  (9) Math vision 2013 project 

  (10) Manpower development for convergence trade 

  (11) Manpower development for earthquake control system utilizing reinforced 

concrete 

  (12) Manpower development in fusion technology for industrial textiles 

  (13) Manpower development for animal biotechnology 

  (14) Manpower development for bio food science 

  (15) Education for well-being food development technology 

3. National Research Lab 

  (1) Quantum Dot Optical Device Lab 

  (2) Labotory of Endocrine Cell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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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harmaceutical Technology Lab 

  (4) Polymer-derived Advanced Ceramic Materials Lab 

4. Scholarship Opportunity (March, 2011) 

 (1) Approximately $23 million awarded (2011) 

 (2) Approximately 43% of the CNU students benefit from 90 kinds of 

scholarships 

 (3) Scholarship for the Disabled 

 (4) Scholarship for the International Students 

   ① Undergraduate Students 

     ..Newly admitted students who rank in the upper 30% of their 

graduating classes are exempted from "Entrance Fee" and "Tuition" 

for the first  semester. 

     ..Newly admitted students who meet language proficiency level 

(TOPIK level 5, TOEIC 650, TOEFL PBT550, CBT210, IBT80, TEPS 

550, IELTS level 5.5) will be exempted from "SSA Fee". 

     ..Continuing students will be exempted from "Tuition" from the 

second semester 

       if students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 

       1) Successful completion of over 15 credit hours 

       2) Maintaining cumulative GPA of over C+ during consecutive semesters 

   ② Graduate Students 

     ..All newly admitted students will be exempted from 2/3 of "SSA 

Fee" for the first semester. 

     ..Scholarship for the continuing students will be available 

depending on the budget of each college. 

5. Why choose CNU? 

  (1) Campus Infrastructure 

    ① Extensive computing and information systems 

    ② A cutting edge learning environment and e-learning network 

    ③ Computer facilities in the library, in the student union buildings, 

and in each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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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Student service facilities including health clinics, post offices, 

banks, travel agencies, gyms and coffee shops 

    ⑤ The 3rd largest campus in Korea 

    ⑥ A global campus with approximately 1,300 international students 

from 46 countries 

  (2) Affordability 

    ① The lowest tuition rate compared to major universities in Korea 

    ② With the convenience of a big city and affordable living expenses 

    ③ Scholarship opportunities given to approximately 43% of students 

  (3) Excellent Job Opportunity 

    ① Located near Daedeok Innopolis, the center for science and technology 

    ② Related research institutions and companies, employing more than 

20,000 scientists 

    ③ Extensive opportunities for research collaboration, internship training 

and hiring positions 

    ④ Job opportunities in the campus incubator center for venture companies, 

the largest facility of its kind in the midland area 

    ⑤ Numerous employment supporting programs 

  (4) Excellence in Research & Academics 

    ① Prof. Sang-Heui Seo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the world's 

leading expert in influenza research, who first successfully 

developed a human vaccine against H1N1 

    ② BK (Brain Korea) 21 project : $56 million government grant for 7 

years (from 2006) 

    ③ NURI (New University of Regional Innovation) project : Total grant 

of $53.5 million for 4 years (from 2006) 

    ④ Higher Education Capacity Building project : Subsidy of $4.6 million 

for 2010 

    ⑤ Research grants per faculty member : 2nd in the nation 

    ⑥ Number of theses in SCI journals : 13th in the nation 

    ⑦ Top 50 Asian Universities by Asiaweek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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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trong Support System for International Students 

    ① One on one support system available upon request 

    ② Assistance in course registration, adjusting to life in Korea, immigration 

and visa issues, and personal concerns 

    ③ Information sessions to facilitate a smooth transition to CNU 

    ④ Invitations to complimentary social and cultural events throughout 

the year 

  (6) Convenient Location / Transportation 

    ① Located in Daejeon, the ideal spot for education and research. Many 

national strategic organizations are close by, such as the Daedeok 

Research Complex(home to 800 high tech firms and 60 government 

run and corporate research centers), the Daejeon Government 

Complex, and the Korean Armed Forces Headquarters. 

    ② A modern city with 1.5 million people 

    ③ Pleasant and safe living conditions with friendly people 

    ④ Within easy access to major cities and famous tourist attractions 

    ⑤ Easy access to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5-20 minutes to 

express bus terminals and local bus, subway, and train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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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북 대 학 교   

☞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

☞ 사이트: www.cbnu.ac.kr

I. 충북대학교 소개

1. 연혁

   - 1951.  9. 27. : 도립 청주초급농과대학(2년제)으로 개교

   - 1956.  4. 23. : 도립 충북대학으로 개명

   - 1963.  3.  1. : 국립 충북대학으로 개편

   - 1977. 12. 31. : 국립 충북대학교로 승격

   - 2011.  9. 27. : 충북대학교 개교 60주년

2. 충북대학교 특징

- 충북대학교는 1951년 초급농과대학으로 개교한 이후 현재 13개 단과 대

학, 8개 대학원, 24,300명의 학생과 1,288명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종합

대학으로 발전하면서, 지역과 함께 세계로 비상하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갖고 국내외 교류확대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높이고 해외 대학과의 교

류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하여 세계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충북대학교를 만

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래를 준비하는 특성화대학으로 최근 주요 국책사업 유치 및 성과로는

    • 2011년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CE 사업, 4년간 110억)

    • 2011년 TLO(기술이전전담조직) 사업(5년간 15억)

    • 우수연구센터(ERC) 신규사업(7년간 43억)

    •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신규사업 (9년간 54억)

    • 교육역량강화사업(2010년 45억, 2011년 38억 2천만원)

    • 2단계 BK21 사업(7년간 373억) 

    • 전국1위 4개 사업단 및 추가 2개 사업단 선정

    • 2010년도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3년간 63억)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NURI) (5년간 595억)

    •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10년간 250억)

    • IT협동연구센터사업 (7년간 277억)

    • 수의과대학 동물의료센터 2010년 학교기업 지원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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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모 집 단 위 모집인원 비고

인문대학 인문계

 국어국문학과 

약간명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사회과학대학 인문계

 사회학과 

약간명

 심리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자연과학대학 자연계 

 수학과 

약간명

 정보통계학과 

 물리학과

 지구환경과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생화학과 

 천문우주학과 

경영대학 인문계 

 경영학부 

약간명 국제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공과대학 자연계 

 토목공학부 

약간명

 기계공학부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건축공학과 

 안전공학과 

 환경공학과 

 공업화학과 

 도시공학과   

전자정보대학 자연계 

 전기공학부

약간명 전자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

II. 모집요강

1. 모집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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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공학부

농업생명

환경대학

자연계

 식물자원학과 

약간명

 축산학과

 산림학과 

 지역건설공학과 

 환경생명화학과

 특용식물학과 

 원예과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식물의학과

 식품공학과

 목재․종이과학과 

인문계  농업경제학과 

사범대학 인문계  국어교육과 약간명

생활과학대학

자연계  식품영양학과 

약간명

인문계  아동복지학과 

자연계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주거환경학과 

인문계  소비자학과 

2. 제출서류

   - 입학원서

   - 자기소개서

   - 수학계획서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한국어 또는 영어 공인 성적 증명서 사본

Ⅲ. 업무 당당자 연락처

   - 충북대학교 국제교류원(+82-43-261-3172)

Ⅵ. 기타사항

   1.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입학원서의 기재 사실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합격한 때

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재학중이라 하더라도 입학을 취소함 

   3. 한국어, 영어가 아닌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 공증번역본이 필요함

   4. 연락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충북대학교 국제교류원으로 연락하여야 함.

   5.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규정 및 외국인입학전형 관

리위원회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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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Address: 410 Naesudong-ro Heungdeok-gu Cheongju Chungbuk

 ☞ Website: www.cbnu.ac.kr

I. Introduction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History

   - September 27, 1951 Opened as Cheongju Junior Agricultural College 

(2-year course) 

   - April 23, 1956 Changed name to Chungbuk Provincial College 

   - March 1, 1963 Reorganized as Chungbuk National College 

   - December 31, 1977 Accredited College of Engineering, College of 

Agriculture, College of Education, College of Social Sciences 

   - September 27, 2011 : CBNU 60th Anniversary 

2. Characteristics of CBN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opened in 1951, has become one of 

the most prestigious universities around the nation, consists of 13 

colleges and 8 graduate school has 24,300 students and 1,288 

faculty members. It has vision of "CBNU toward the world with the 

regional society" aimed to be a globally respected university through 

increasing interchange with the diverse institutions around world.

 CBNU has been selected as winner of various government funded 

businesses which encourage the university to be future-oriented 

characterized institution.

    • 2011 ACE( Advance of College Education) business

      (11billion Won for 4 years) 

    • 2011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Business

      (1.5billion for 5 years)

    • Excellent Research Center Business (4.2billion for 7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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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Course Department(Group) Number Notes

College of 

Humanities 

humanities 

course 

Korean Language &  

Literature

some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German Language &  

Literature

French Language &  

Literature

Russian Language  & 

Literature

Philosophy

History

Archaeology and Art  

History

College of 

Social Sciences 

humanities 

course 

Sociology
some

Psychology 

    • Medical Research Center(MRC) (5.4 billion for 9 years)

    • Reinforcement of Educational Ability

      (2010 4.5 billion, 2011 3.82 billiion) 

    • Brain Korea 21 2nd Stage  (37.3 billion for 7 years), 4 group 

ranked as top 1 business group and 2 new business group were 

selected.

    • 2010 wide area economic region related cooperation

      (6.3 billion for 3 years)

    •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NURI)

      (59.5billion for 5 years)

    • Region base research group nurturing ( 25 billion for 10 years)

    • IT collaborative research center (27.7 billion for 7 years)

    • Veterinary medical center of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selected as object of 2010 school-based enterprise support

II. Admission Guide

1. Departments & Number of Available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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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Course Department(Group) Number Notes

Public Administration

Political Science  & 

Relations

Economics

CollegeofAgricu

lture,Life&Envi

ronmentalScien

ces 

Natural 

Science course

Crop Science

some

Animal Science

Forest Science

Agricultural & Rural

Engineering 

Environmental &

Biological Chemistry

Industrial Plant Science 

& Technology

Horticultural Science

Biosystems  Engineering

Plant Medicine

Food Science

 &  Technology

Wood and Paper  Science

Humanities 

course 
Agricultural  Economics

College of 

Education

Humanities 

course 
Korean Education

College of 

Human  

Ecology

Natural 

Science course
Food and Nutrition 

some

Humanities 

course 
Child Welfare 

Natural 

Science course

Fashion 

Design Information 

Housing & Interior 

Design 

Humanities 

course 
ConsumerStudies 

College of 

Natural 

Sciences 

Natural 

Science course 

Mathematics

some

Information  Statistics

Physics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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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Course Department(Group) Number Notes

Biology

Microbiology

Biochemistry

Astronomy and Space  

Science

CollegeofComm

erceandBusines

sAdministratio

n 

Humanities 

course 

School of Business

some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CollegeofEngin

eering 

Natural 

Science course 

Civil Engineering

some

Mechanical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Architectural

  Engineering

Safety Engineering

Environmental

  Engineering

Industrial 

Engineering chemistry 

Urban  Engineering

CollegeofElectr

ical&Computer

Engineering  

Natural 

Science course

Electrical  Engineering

some

Electronics  Engineer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Computer Engineering

2. Required Document

   - Application form

   - Self-Introduction

   - Study Plan

   - Certificate of Graduation (or Expectation of Graduation) 

   - Official Transcript

   - Certificate of Korean or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test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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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ontact Point

   -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82-43-261-3172)

Ⅵ. Importants Notes

   1. Submitted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the applicants.

   2. Misconduct during exams will cause exam results to be invalid. False 

or forged documents, misrepresenting applications, or any other 

illegality will  cause admissions to be cancelled.

   3. Any document written by another language but Korean or English, 

should be attached by notarized translation into Korean or English.

   4. Immediate contact is need whenever the contact information change.

   5. Any other affairs which is not included in this list should be treated 

according to the university regulations and the determinations of 

the foregin student admission screen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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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 주  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70 (우130-791)

☞ 사이트: www.hufs.ac.kr

I. 대학 소개 

1. 연혁

(1) 1952년 : 창립자 김홍배 박사 학교 설립

(2) 1958년 : 133명의 첫 학부 졸업생 배출

(3) 1968년 : 4개 학부와 21개 학과 설치, 53개 해외 유수의 대학과 교류

(4) 1970년대 : 1978년 4개 학부와 28개 학과가 신설돼 매해 1,005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 종합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 

(5) 1980년대 : 1979년 용인캠퍼스 신설, 1980년 종합대학으로 승격 및 

명문 사립대가 되기 위한 인프라 구축

(6) 1990년대 : 전국대학평가에서 국제전문가 양성 및 세계화 교육 

부문에서 최고의 대학으로 선정

(7) 2000년대 : 2007년 16개 학부와 51개 학과로 재편, 2005년 및 2006년 

2년 연속 국제전문가 양성 분야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최고의 대학 

선정

2. 학사안내

  (1) 이중전공 제도 : 입학 당시의 전공 이외에 또 다른 하나의 전공을 이수

하는 제도  

  (2) 7+1 파견학생 제도 : 총 8개 학기 중 1개 학기를 외국대학에서 공부 할 

수 있는 제도

  (3) 복수전공 제도 : 소속캠퍼스에 주전공이 설치되지 않은 부전공을 다른 

캠퍼스에서 별도의 전공으로 심화 이수하는 제도

  (4) 연계전공 : 2개 이상의 학과가 연계하여 개설한 전공을 이수하는 제도 

  (5) 교직과정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학생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제도 

  (6) 조기졸업 제도 : 입학 후 1, 2학년 과정에서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학

생이 조기 졸업을 신청하여 7개 학기만에 졸업하는 제도 

  (7) 전과 제도 : 학생이 재학 중에 소속학과를 변경하는 제도 

  (8) 외국대학 학점교류 : 외국의 4년제 정규대학 중 학교의 승인을 득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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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성적을 인정받는 제도 

  (9) 국내대학 학점교류 : 우리 대학교와 교육교류 협정이 체결된 국내 타 대

학에서 수학하여 학점을 취득 후 우리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 받는 제도 

  (10) 해외복수학위제도 :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된 제도로서 본교 2년 과정 수

료 학생을 미국 델라웨어대학교에 파견하여 3, 4학년 과정을 이수한 경

우 본교와 델라웨어대학교가 각각 전공분야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3. 학교생활

  (1) HUFS 월드컵 : 1981년 처음 시작되어 각 과별 대표선수들은 월드컵과 

같이 각국을 대표해 토너먼트식으로 축구경기를 펼치는 학교 축제 

  (2) 세계민속축전 : 각 학과 학생들이 세계 각국 의상을 입고 민속 노래와 

춤을 추는 축제

  (3) 모의국제연합 : 1959년 최초 외국어 관련 학문행사로 시작되어 매년 전

국 각지에서 선발된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국제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 

방식이나 실질적인 외교적 문제에 관해 논의하는 외대만의 유일한 축제

이자 학술행사

  (4) 동아리 활동 : 서울캠퍼스 77개, 용인캠퍼스 59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

고 있음 

  (5) 기숙사 

기숙사명 소     재     지
수 용  인 원

선 발  기 준
남 여 계

국제학사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303 359 662  성적(70%) + 거리(30%)

모현학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89

388 348 736
 성적 및 원거리 
 거주 학생제2기숙사 802 9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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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모 집 단 위 대학  계열 모 집 단 위

영어
대학

 인

 문

 영어학과
 영문학과
 영어통번역학과

인문
대학

 인

 문

 인문학부
  - 철학전공
  - 사학전공
  - 언어인지과학전공

서
양
어
대
학

 프랑스어과
 독일어과
 노어과
 스페인어과
 이탈리아어과
 포르투갈(브라질)어과
 네덜란드어과
 스칸디나비아어과

통
번
역
대
학

 영어통번역학부
  - 영어통번역심화전공
  - 영미권통상통번역전공
  - 영미문학문화통번역전공
  - 영어학전공
 독일어통번역학과
 스페인어통번역학과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중국어통번역학과
 일본어통번역학과
 태국어통번역학과
 아랍어통번역학과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동
양
어
대
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아랍어과
 태국어과
 베트남어과
 인도어과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이란어과
 몽골어과

동유
럽학
대학

 노어과
 폴란드어과
 루마니아어과
 체코․슬로바키아어과
 헝가리어과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우크라이나어과

중국어
대학

 중국어학부
  - 중국어학전공
  - 중국문학전공
  - 중국지역학전공

어문대학

 프랑스어과
 포르투갈(브라질)어과
 그리스∙불가리아어과
 인도어과
 중앙아시아어과
 아프리카학부
  - 동아프리카어전공
  - 서아프리카어전공
  - 남아프리카어전공

일본어
대학

 일본학부
  - 일본어학전공
  - 일본문학전공
  - 일본지역학전공

사회
과학
대학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언론정보학부
  - 언론․정보전공
  - 광고․홍보전공
  - 방송․영상전공
 자유전공학부
  - 사회과학과학전공

경상
대학

 경상계열
  - 국제경영학과
  - 경제학과
  - 경영정보학과

 국제스포츠레저학부
  - 국제스포츠레저학전공

 인문계 자유전공학부

자연

과학

대학

 자

 연

 수학과
 통계학과
 전자물리학과
 환경학과
 생명공학과
 화학과

상경
대학

 국제통상학과
 경제학부
  - 경제학전공

글로벌
경영대학

 경영학부
  - 경영학전공

공과

대학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자공학과
 디지털정보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사범
대학

 영어교육과
 프랑스어교육과
 독일어교육과
 한국어교육과
 

 이공계 자유전공학부

II. 모집요강

1. 모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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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1) 입학지원서

   (2) 수학계획서   

3. 업무 담당자 연락처 

     최고원 / 담당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kwchoi@hufs.ac.kr/02-2173-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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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Address: 270 Imun-dong, Dongdaemun-gu, Seoul 130-791, Korea 

☞ Website: www.hufs.ac.kr

I. Information on HUFS 

1. Brief History of the University 

(1) Yr 1952 : Founded as Korea's only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focusing in foreign languages

(2) Yr 1958 : produced a first class of 133 graduates in 1958 and 

began to broaden the reach of Korea toward the world

(3) Yr 1968 : HUFS continued its growth, teaching from 4 divisions 

and 21 departments. By signing agreements on educational 

exchanges with 53 leading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it also  

has broadened the horizons of academic research to the world

(4) 1970s : In 1978 HUFS became the largest college in Korea with 4 

divisions and 28 departments and recruited 1,005 new students 

each  year. It began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become a 

full-scale university

(5) 1980s : Continuing its growth in scale, HUFS was upgraded to a 

full-scale university in 1980. It streamlined its school administrative 

systems and established th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to become 

a top private university

(6) 1990s : HUFS was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Nurturing 

International Experts, Outstanding University in Globalized 

Education, and Outstanding University in the Government's  

National Assessment of University, emerging as one of leading 

private universities

(7) 2000s : As of 2007, HUFS has 16 divisions and 51 departments. 

For two years consecutively in 2005 and 2006, it was selec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as a 

best university in the capital region in producing speci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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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iversity Curriculum

(1) Double-Major Program : Students can pursue a second major in 

departments and colleges other than their initial choice of major 

upon admission

(2) 7+1 System : Students study one out of eight semesters overseas 

and credits they earn there are recognized for graduation

(3) Declaring a Second Area of Concentration in the other HUFS Campus 

: Where students wish to declare a second area of concentration 

which is not offered in their campus may attend the course for 

their field of minor in the other campus for 1-2 years after 

completing the initial four years in their original campus. The 

students will be recognized as BA holders in both fields.

(4) Interdisciplinary Programs : courses offered jointly by at least 

two departments

(5) Teacher Certification Program : Students enrolled in departments 

with courses for Teacher Certification Program may apply for 

eligibility to the teacher certification program

(6) Early Graduation : Students performing with excellence in the first 

two years of HUFS are eligible to apply for early graduation

(7) Change of Major Field : transfer of a student from one department 

(or major) to another during their enrollment at HUFS 

(8) International University Exchange Programs : HUFS will recognize 

credits earned by students from formal four year universities 

overseas, that are approved by HUFS

(9) Exchange Programs with Korean Universities : HUFS will recognize 

credit taken from other universities in Korea with whom HUFS 

has signed an exchange treaty

(10) Global Dual-Degree Program  : Students may study at overseas 

universities that have signed exchange agreements with HUFS 

and receive bachelor’s degrees from both schools. HUFS is the 

first university in Korea to introduce such a program. Students 

who completed the first two years in HUFS are sent to the 

University of Delaware, USA, to complete the junior and senior 

years. Both universities will grant the student bachelors degree 

in the respective field of major from their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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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mpus Life 

(1) HUFS World Cup : Since its launch in 1981, the HUFS World Cup 

has been hosted annually by the Football Club. Student players 

representing their departments play soccer in tournaments.

(2) World Folklore Festival : The World Folklore Festival is an exciting 

event in which participants perform native songs and dances in 

ethnic outfits of different countries.

(3) HIMUN General Assembly : The HUFS International Model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began in 1959 as Korea’s first foreign 

language academic event. Each year, talented students with 

diverse thoughts are selected from universities throughout Korea. 

Then, they gather together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practical diplomatic affairs.

(4) Student Clubs : HUFS actively supports the activities of approximately 

77 student clubs on the Seoul Campus and 59 on the Yongin 

Campus.

(5) Dormitory 

Dormitory Location
Capacity

Eligibility
Male Female Total

GlobeeDorm

Imun-dong270, 

Dongdaemun-gu,

 Seoul

303 359 662

students of the Seoul 

campus (students with 

foreign nationality 

included)  

Mohyun 

Haksa
San 89, 

Wangsan-ri, 

Mohyeon-myeon,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388 348 736
freshmen, transfer 

students and enrolled 

students of Yongin 

Campus
2nd Mohyun 

Haksa
802 9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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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Guidelines for Applicants

1. Undergraduate programs  

College  Admission Groups College  Admission Groups

English 

 
Humanities

 English Linguistics 
 English Literature
 English & American
 Interpretation & Translation

Humanities

 
Humanities 

 Humanities
  - Philosophy
  - History 
  - Linguistics & Cognitive
    Science

Interpre-
tation and 

Trans-
lation 

 English Interpretation &
 Translation (I&T)
  - ENG Interpretation 

&Translation
  - ENG I&T for Int'l Trade
  - ENG Lit & Culture Studies 
    for T & I
  - ENG Linguistics 
 German I & T
 Spanish I & T 
 Italian I & T 
 Chinese I & T
 Japanese I & T
 Thai I & T
 Arabic I & T 
 Malay-Indonesian I & T

Occidental 
Languages

 French 
 German
 Russian
 Spanish
 Italian
 Portuguese (Brazilian)
 Dutch
 Scandinavian Languages

Oriental 
Languages

 Malay Indonesian
 Arabic
 Thai
 Vietnamese
 Hindi
 Turkish & Azerbaijan 
 Persian 
 Mongolian

Central and 
East 

European 
Studies 

 Russian
 Polish 
 Romanian
 Czech & Slovak
 Hungarian
 South Slavic Studies 
 Ukraine 

Language and 
Literature

 French
 Portuguese (Brazilian)
 Greek/Bulgarian
 Hindi
 Central Asian Languages
 Africa Division
  - East Africa 
  - West African studies 
  - South African studies

Chinese
 Chinese
  - Chinese Linguistics
  - Chinese Literature
  - Chinese Area Studies

Japanese
 Japanese
  - Japanese Linguistics
  - Japanese Literature
  - Japanese Area Studies

Economics 
and Business 

 Business and Economics
  - International Business
  - Economics
  - Information Systems

Social 
Sciences

  -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Division
  - Journalism & 
    Mass Media Studies 
  - Advertising & PR
  - Television & Film
 Open Major Division (Social 
Sciences) 

 International Sports & Leisure
  -International Sports & Leisure

 Open Major Division (Humanities & 
 Social Studies)

Natural 
Sciences

 Natural  
 Sciences

  - Mathematics
  - Statistics
  - Electronic Physics
  - Environmental Science
  - Bioscience & Biotechnology
  - Chemistry

Economics  International Trade
 Economics Division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 Information Communications
   Engineering 
  - Electronics Engineering
  - Digital Information 

Engineering
  - Industrial & Management 

Engineering

Education  English Education 
 French Education
 German Education
 Korean Education

 

 Open Major Division (Science &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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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ocuments Required 

     (1) Application

     (2) Study Plan  

3. Contacts 

     Ko-Won Choi/staff 

     HUFS Global One-Stop Service Center/kwchoi@hufs.ac.kr/02-2173-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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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림 대 학 교   

☞ 주  소: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 사이트: www.hallym.ac.kr

1. 모집단위 및 전공

대학 모집단위 전공선택 시기 세부전공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

러시아학과

사회과학

대학

심리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부 2학년 진급 시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정치행정학과

언론정보학부 2학년 진급 시
언론, 방송통신, 광고홍보, 

디지털콘텐츠

법행정학부  3학년 진급 시 법학, 행정학

경영대학

경영학부 3학년 진급 시 경영학, 의료경영

경제학과

재무금융학과 

자연과학

대학

수학과  

금융정보통계학과

전자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바이오메디컬학과

환경생명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언어청각학부 2학년 진급 시 언어병리학, 청각학

체육학부  2학년 진급 시 체육학, 레저스포츠산업학

정보전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c ★(국제IT과정)

국제학부
국제학부 2학년 진급 시

국제통상․경영, 

국제마케팅커뮤티케이션전공

★국제학부 동아시아지역학전공

주) 1. 의과대학(의예과, 간호학부) 선발하지 않음

    2. 전공 선택: 전공배정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2학년 또는 3학년 진급 시 결정

    3. ★표시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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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인원 : 각 학과 약간 명

   - 모집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정원외로 선발

     (단, 한국인으로서 외국국적 취득한 후 외국에서 2년 이상 고교과정을 이

수한 외국인은 입학정원의 2%, 모집단위별 10% 이내에서 선발) 

3. 기숙사

기숙사 특전
  ▶ 기숙사 신청 시 우선 배정
  ▶ 일반 기숙사 : 3인 1실, 공용화장실 (550USD per semester)

  ▶ 신기숙사 : 2인 1실 화장실 포함(1,300USD per semester)  
 

4. 문의처

Adrian Kim

International Affairs Office

HallymUniversity

1 Hallymdaehakgil, Chuncheon, Gangwon-do(200-702) 

Tel: (033) 248-1341

E-mail: dhk@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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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Department/Division Majors

Humanities

Korean Language & Literatur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Philosophy

History

Chinese Studies

Japanese Studies

Russian   Studies

Social   
Sciences

Psychology

Sociology

Div. of Social Welfare
* Social Welfare 
* Gerontology

Politics & Public Administration

Div. of Communications

* Journalism
*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s
*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 Digital Contents

Div.   of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

* Law 
* Public Administration

Business

Div. of Business Administration
*   Business 
*   Health Service Management

Economics    

Finance    

Natural   
Sciences

Mathematics    

Finance Information & Statistics    

Electrophysics

Hallym University   

☞ Address: Hallym University 1 Hallymdaehak-gil, Chuncheon, Gangwon-do, 

☞ Website: http://english.hallym.ac.kr/

1. Introduction

Hallym University was established in 1982 and since that time Hallym 

has continued to build its reputation as a leading university in Korea, 

evaluated as the third best Korean university in 1995 by the General 

Korean Best University Evaluation and as a "top 10" university in 

Korea by the Joong-Ang Daily Newspaper in 2003. There are 

currently 8 colleges and 7 graduate schools at Hallym.

2. Admission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1)Programs offered for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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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stry    

Life Sciences    

Biomedical Sciences

Environmental Sciences and 
Biotechnology

   

Food Science & Nutrition   

Div. of Speech Pathology & 
Audiology

* Speech Pathology 
* Audiology

Div.of Physical Education
* Physical Education
* Leisure Sports

Information  
 &

Electronic   
Engineering

Computer Engineering    

Ubiquitous Computing  

Electronic Engineering ★(for Foreigner)

Internation
al   

Studies

Div.of International Studies
*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 International Media and Culture

★East Asian Area Studies (for Foreigner)

※ Students may choose their majors at the end of the second or third year of 

undergraduate studies according to the student’s desire and regulations.

※ The College of Medicine(Medicine, Nursing) is excluded.

   East Asian Area Studies is a special program for Foreigner.

★ International IT is a special program for Foreigner.

(2) Number of Students to be Admitted

There is no set quota for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to be 

admitted. Candidates are selected upon review of their academic 

ability, through a special admissions process for foreign students.

(3) Housing(Dormitory)

General Dormitory: Three Students per room, Shared bathroom 

(550USD per semester)

New Dormitory: Two students per with bathroom (1,300USD per semester)

3. Contact Information

Adrian Kim

International Affairs Office

HallymUniversity

1 Hallymdaehakgil, Chuncheon, Gangwon-do(200-702) 

Tel: (033) 248-1341

E-mail:dhk@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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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 대 학 교   

☞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133-791)

☞ 사이트: www.hanyang.ac.kr

I. 대학 소개

한양의 발자취

1939 한양대학교 개교

1979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개교

2003~2004 산학협력단, 학연산클러스터사업단 설립

2005~2006
대학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선정

공학교육인증(ABEEK) 시스템 도입

2007~2008
한양상해센터 법인 설립

특성화연구원 설립

2009
개교 70주년 기념식 거행

New Hanyang 2020 Vision&UI 선포

2010
New Hanyang 2020 중장기전략 시행

ERICA캠퍼스 약학대학 설치인가

 

세계적인 인재 양성소, 한양대학교

삼성뿐만 아니라 LG, 현대 등 한국 내 주요 기업 및 기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우수한 인재들은 한양대학교 출신이 많습니다. 2009년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 CEO의 출신대학을 조사한 결과 국내 TOP3를 기록할 정도로 한양대가 배

출한 인재는 국내를 넘어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양대학교는 세계 

유수기업의 CEO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고위 공직자, 그리고 문화계와 스포츠 스

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재를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열정이 만들어낸 2개의 특성화 캠퍼스

한양대학교는 'Academic Convergence'를 통한 실천적 학문의 창달과 인재 육성

을 특성화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캠퍼스와 대표적인 학연산 클러스터 ‘ERICA'를 

구축한 ERICA 캠퍼스 등 2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ERICA 캠퍼스는 국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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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학캠퍼스에 학연산 구성주체가 함께 모여 국가와 지역의 고부가가치형 산업 

창출을 위한 주요 핵심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민간주도형 클러스터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기관

국내 3대 사학의 하나인 한양대는 교원 대 학생비율이 9명당 1명으로 국내 상위

권에 꼽히며, 서울과 에리카 캠퍼스에 25개 단과대학의 120개 학과 및 12개 대

학원, 75개의 부속•부설기관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3만 6천여 명의 재학생과 

약 3천 4백여 명의 교원, 23만여 명에 이르는 동문 네트워크 등 국내 최대 규모

의 맨파워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대학교육기관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양대학교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한양대는 48개국 391개 해외 

유수 교육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총 3,500여 명(학부 및 대학원 포함)

의 외국학생과 교환학생이 한양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세

계 속의 한국을 드높이는 글로벌 교육의 중심에서 당당히 대한민국 대표 교육기

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II. 모집요강

1. 모집학과

(1) 서울캠퍼스

대  학 학과 및 전공

공과대학

건축공학부 (4년제), 건설환경공학과, 도시공학과, 

자원환경공학과, 융합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정보시스템학과, 전기 · 생체공학부 (전기공학, 생체공학), 

신소재공학부, 화공생명공학부 (화학공학, 생명공학), 

기계공학부, 원자력공학과, 산업공학과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 행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관광학부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경제금융대학 경제금융학부

경영대학 경영학부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실내환경디자인, 의류학, 식품영양학)

음악대학 성악과, 작곡과, 관현악과, 국악과

체육대학 체육학과, 스포츠산업학과

국제학부 국제학부  ※100%영어강의

예술학부 연극영화학전공, 무용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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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RICA캠퍼스

대  학 학과 및 전공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공학(4년제)), 건설환경공학과, 교통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자시스템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재료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생명나노공학과

국제문화대학
한국언어문학과, 문화인류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중국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영미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언론정보대학
광고홍보학부 (광고학, 홍보학), 신문방송정보사회학부 

(신문방송학, 정보사회학)

과학기술대학
과학기술학부 (응용수학, 응용물리학, 응용화학, 

해양환경과학), 분자생명과학부

경상대학 경제학부, 경영학부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금속디자인, 섬유디자인, 시각/패키지디자인, 

산업디자인, 영상디자인)

예체능대학 생활스포츠학부 (생활체육, 경기지도), 생활무용예술학과

 

2. 제출서류

(1) 입학지원서

(2) 자기소개서 1부 

(3) 수학계획서 1부

III. 업무 담당자 연락처

1. 문의: 한양대학교 국제협력처

(1) 홈페이지: www.dic.hanyang.ac.kr

(2) 전화번호: +82-2-2220-0046

(3) E-mail: woridsta@hanyang.ac.kr (김현주)

IV. 캠퍼스 생활

1. 편의시설: 도서관, 기숙사, 학생회관, 학생식당, 한양서비스센터, 취업지원

센터, 국제어학원, 보건소, 박물관, 은행 등

2. 기숙사: 국제관(2인실), 테크노숙사(2인실), 제1학생생활관(4인실)

3. 문화행사: 가든파티, 할로윈파티, 체육대회, 문화탐방, 졸업생환송회 등

4. 학생상담: 외국인 학생들의 유학생활과 학업을 돕기 위한 상담 진행

5. 멘토링 프로그램: 외국인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유학생활을 돕는 프로그램

(한국인 학생 멘토와 1대1로 매칭)

6.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한국 내 기업 및 기관에서의 인턴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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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 Address: 222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133-791, Korea

☞ Website: www.hanyang.ac.kr

I. Introduction

History of Hanyang

1939 Hanyang University Founded

1979 Hanyang University ERICA Campus opened

2003~2004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established

Education-Research-Industry Cluster at Ansan(ERICA) 

founded

2005~2006

Selected as a leading school for University structure 

innovation support project

Selected as a 2nd phase BK21(Brain Korea 21) project

Introduction of the ABEEK(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in Korea) system

2007~2008

Establishment of Hanyang Culture & Education Center 

in Shanghai, China

Specialized Research Centers (Future Energy & Aging 

Society) established

2009
The 7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University

New Hanyang 2020 Vision & UI Launcing Ceremony

2010
"New Hanyang 2020" development plan implemented

Establishment of college of Pharmacy

Hanyang University, an Influential Center for Nurturing Global Talents

A great number of talented people who are gaining recognition at 

leading Korean companies and organizations like Samsung, LG, and 

Hyundai graduated from Hanyang University. An analysis of universities 

that produced CEOs of Fortune 100 companies of 2009 indicates that 

Hanyang University ranks among the top three univers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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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ing that talented people emerging from Hanyang University 

are achieving global renown. Moreover, Hanyang University produces 

graduates garnering worldwide attention across a diversity of fields, 

including government affairs, elite sports, and the arts and cultural 

affairs.

Two Specialized Campuses Shaped by Passion

Hanyang University has two campuses: the Seoul Campus, which 

specializes in fostering talented people and developing practical studies 

through academic convergence, and the ERICA (Education Research 

Industry Cluster at Ansan) Campus, a leading academia-research- 

industry cluster. The ERICA Campus is the first university campus in 

Korea to bring together members of the academic, research, and 

industrial sectors to collaborate on projects aimed at creating high 

added-value industries.

Korea's Largest Student and Staff Body

As one of Korea's top three private universities, Hanyang University 

boasts a student-faculty ratio of 9 to 1, placing the university squarely 

at the top. The Seoul and ERICA campuses are together home to 120 

departments under 25 colleges, 12 graduate schools, and 75 affiliated 

institutions. Hanyang University also boasts the largest student and 

staff body in the nation, including about 36,000 enrolled students, 3,400 

faculty, and more than 230,000 alumni.

Hanyang University, Extending Its Reach Around the World

Hanyang University is making efforts to develop into a truly global 

institution. It has a sisterhood relationship with 391 respected overseas 

educational institutions in 48 countries. A total of 3,500 international 

students are studying at Hanyang university, which strives to create a 

university  with a diverse, far-reaching internationalized infrastructure. 

Hanyang University stands at the center of globalized education, which 

is elevating Korea's reputation in the glob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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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Admission Guide

1. Academic Programs

(1) Seoul Campus

College/School Department/Division

Engineering

Architectural Engineering(4-year program),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rban 

Planning,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Information System, Electrical and Biomedical 

Engineering(Electrical Engineering, Biomedical 

Engineering),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Chemical and Bio 

Engineering(Chemical Engineering, Bio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Nuclear 

Engineering, Industrial Engineering

Humanities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Social Sciences

Social Sciences(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Public Administration, 

Sociology,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Tourism

Natural Sciences
Natural Sciences(Math, Physics, Chemistry, 

Biology)

Economics and Finance Economics and Finance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Human Ecology
Human Ecology(Interior Design, Clothing and 

Textiles, Food and Nutrition)

Music
Voice, Composition, Piano, String and Wind 

Instrument, Korean Traditional Music

Physic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Sport Industry and 

Management

International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All courses are taught in 

English.)

Fine Arts Theater and Film,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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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RICA Campus

College Department/Major

Engineering Sciences

Architecture(Architectural Engineering (4 yrs.)),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Transportation Engineering,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Computer 

Engineering, Electronics, Information and 

System Engineering),  Electronic System 

Engineering, Computer Engineering, Materials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Industrial Management 

Engineering, Bionanotechnology

International Cultur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ultural 

Anthropology, Digital Culture and Contents, 

Chinese Studies,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Communication and 

Social Sciences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Advertising, 

Public Relation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Sociology of Information 

Society(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Sociology of Information Society)

Science and Technology

Sciences and Technology(Applied Mathematics, 

Applied Physics, Applied Chemistry, Earth and 

Marine Sciences), Molecular Biology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Economics, Business Administration

Design

Design(Metal Design, Textile Design, Industrial 

Design, Graphic and Package Design, 

Multi-media Design)

Sports and Arts
Sports and Well-Being(Sports in Life, Coach 

Training), Living Dance and Performing Art

2. Required Documentation

(1) Application Form

(2) Self-introduction Essay

(3) Stud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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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nquiries 

<Offi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1) Website: www.dic.hanyang.ac.kr

(2) Telephone: +82-2-2220-0046

(3) E-mail: woridsta@hanyang.ac.kr (Rachel Kim)

IV. Campus Life

1. Campus Facilities: Library, Residence hall, Student union, Student 

service center, Career service center, International language 

institute, Health care center, Museum, Bank, Cafeterias, etc.

2. Residence Hall: International house (two sharing room), Techno 

residence hall (two sharing room), Student residence hall 1 (four 

sharing room)

3. Activities: Orientation, Garden party, Sports day, Cultural excursion, 

Halloween party, Farewell party, etc.

4. Student Counselling: Counselling service for international students

5. Mentoring program: One-to-one matching programs to connect international 

students with Korean students to help new coming students adapt 

well to the Korean culture and college life

6. Internship: Providing information on Internship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n companies and institu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