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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전기 대학원 편입생 모집 안내

1.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석사학위과정

계  열 학   과 전           공 비고

인문‧사회
계열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

  동양어문학과  한·중번역, 일어일문학

  유럽어문학과  독어독문학, 불어불문학                               

  법   학   과  공법, 사법

  행 정 학 과  행정학, 정책학, 복지행정

  지역개발학과  지역개발학

  경 영 학 과  인사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창업 및 기술경영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중국어), 글로벌경영학(영어)

  글로벌경제학과  경제학, 국제무역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 Hospitality경영

  회계‧세무학과  회계학, 세무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

  보건정책·관리학과  보건정책·건강증진학, 의료경영·의료정보학, 보건경제·실버산업학

  언론영상광고학과  언론영상광고학

  경찰·안보학과  형사사법학, 안보학

  응용통계학과  응용통계학

자연과학
계열

  금융수학과  수학정보학

  의 상 학 과  의상학, 뷰티산업학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 

공학계열

  도시계획학과  도시계획학, 교통학

  조 경 학 과  조경학

  건 축 학 과   건축학, 건축공학, 실내건축학 

  산업공학과  산업경영공학, 물류관리

  설비·소방공학과  설비공학, 소방방재공학

  기계공학과  기계공학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

  토목환경공학과  토목환경공학

모바일소프트웨어학과  모바일소프트웨어    계약학과

융합계열
(자연과학,

공학)

  바이오나노융합학과  나노융합(공학), 나노화학(자연), 생명과학(자연) 학과간협동과정

나노과학기술융합학과  화공생명공학(공학), 전기공학(공학), 에너지(공학), 신소재(공학),     
 나노물리학(자연) 학과간협동과정

  IT융합공학과  전자공학(공학), 에너지 IT(공학), 컴퓨터공학(공학), 소프트웨어학(공학)
 게임공학(공학) 학과간협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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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열 학   과 전           공 비고

한의학
계  열

  한의학과
 본초학, 생리학, 해부경혈학, 예방의학, 내과학, 침구의학과학,    
 방제학, 부인과학, 재활의학과학, 외관과학, 병리학, 원전의사학, 
 진단학, 소아과학, 체질의학, 신경정신과학

예체능
계  열

  공연예술학과  연기, 연출, 이론, 공간디자인

  조 소 과  조소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회  화  과  회화, 미술이론

  음악학과  성악, 작곡, 통합피아노, 관현악 

  체육학과  체육학

* 글로벌경영학과는 중국어과정과 영어과정으로 교육과정이 진행됨

 나. 박사학위과정

계  열 학   과 전           공 비 고

인문‧사회
계열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

  법학과  공법, 민사법, 형사법, 상사법, 부동산법

  행정학과  행정학, 정책학, 복지행정, 지역개발

  경 영 학 과  인사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창업 및 기술경영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중국어), 글로벌경영학(영어)

  글로벌경제학과  경제학, 국제무역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 Hospitality경영

  회계‧세무학과  회계학, 세무학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

  교육학과  교육심리 및 상담, 영재교육 및 교육공학

  보건정책·관리학과  보건정책·건강증진학, 의료경영·의료정보학, 보건경제·실버산업학

  언론영상광고학과  언론영상광고학

  경찰·안보학과  형사사법학, 안보학

  응용통계학과  응용통계학
자연과학

계열
  의 상 학 과  의상학, 뷰티산업학

공학계열

  도시계획학과  도시계획학, 교통학

  건 축 학 과  건축학, 건축공학, 실내건축학

  산업공학과  산업경영공학, 물류관리

  설비·소방공학과  설비공학, 소방방재공학

  기계공학과  기계공학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 

융합계열
(자연과학

,공학)

바이오나노융합학과  나노융합(공학), 나노화학(자연), 생명과학(자연) 학과간협동과정

나노과학기술융합학과  화공생명공학(공학), 전기공학(공학), 에너지(공학), 신소재(공학),      
 나노물리학(자연) 학과간협동과정

  IT융합공학과  전자공학(공학), 에너지 IT(공학), 컴퓨터공학(공학), 소프트웨어학(공학)
 게임공학(공학) 학과간협동과정

한의학
계열

  한의학과
 본초학, 생리학, 해부경혈학, 예방의학, 내과학, 침구의학과학,    
 방제학, 부인과학, 재활의학과학, 외관과학, 병리학, 원전의사학, 
 진단학, 소아과학, 체질의학, 신경정신과학

예체능
계열

  체육학과  체육학

* 글로벌경영학과는 중국어과정과 영어과정으로 교육과정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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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글로벌경영학과 중국어 석·박사학위과정

       1) 대상 학위 : 경영학 석사, 박사

       2) 학사 운영

         

 ▪ 석사: 2년(24학점)
 ▪ 박사: 3년(36학점)

 ※ 석사, 박사 마지막 1학기는 논문학기로 진행

 ※ 모든 수업, 논문 지도, 논문심사는 중국어로 진행

 ※ 논문작성은 중국어, 영어, 한국어 선택 가능

 ※ 재학 중 외국어 시험, 전공 종합시험(중국어로 출제) 합격 후 논문심사

 ※ 졸업 전 가천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에서 개설하는 한국어 강좌 1과목, 한국

    문화 강좌 1과목 수강 필수(수강료는 무료)

     - 성적우수자(평균평점 3.5/4.5 이상)는 외국어시험 대체가능

        3) 입학자격
          - 학사(석사) 또는 석사학위(박사과정) 취득자

        4) 제출서류
          - 외국인전형 입학자 제출서류와 동일
            ※ 단, 한국어능력시험(3급) 또는 영어능력시험(TOEFL PBT 530점, CBT197, iBT71, IELTS5.5, CEFR B2, 
                 TEPS600) 증명서 미제출

        5) 등록금 및 장학금
           - 입학금 : 907,000원
           - 수업료 : 석사 444만원/학기, 박사 457만원/학기
             ※ 입학금과 수업료는 2018학년도 등록금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학금 : 대학원 별도기준에 의거하여 논문학기(석사 4차, 박사 6차)에 장학금 75% 지급 

        6) 기숙사
           - 희망에 따라 입사절차를 거쳐 기숙사 제공(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선택 가능, 사용기간 
             4개월 또는 6개월 선택 가능)
           가) 1인실 : 
               - 277만원/학기(2018년 3월 1일부터 6개월)
               - 188만원/학기(2018년 3월 1일부터 4개월)
           나) 2인실 : 
               - 182만원/학기(2018년 3월 1일부터 6개월) 
               - 125만원/학기(2018년 3월 1일부터 4개월)
           다) 3인실 : 
               - 158만원/학기(2018년 3월 1일부터 6개월) 
               - 109만원/학기(2018년 3월 1일부터 4개월)
           라) 4인실 : 
               - 124만원/학기(2018년 3월 1일부터 6개월)
               -  86만원/학기(2018년 3월 1일부터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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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의료보험
           - 의료보험은 필수 가입사항임, 단, 본인 희망에 따라 단체보험 가입 가능(12만원/1년)

        8) 문의사항
           - 대학원 행정실 : TEL. +82-31-750-5024  FAX. +82-31-750-5502
           - 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 중국어과정 담당자 이메일 주소 : chriskim@gachon.ac.kr 
             (WeChat ID : a01097276077)

2. 모집과정 및 인원   

    가.  석사학위과정        :   180명 이내

    나.  박사학위과정        :    89명 이내

    다.  편입학(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 여석 범위 내에서 모집       

    라.  정원 외(외국인 전형 등)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 정원 제한 없음

3.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17.10.16(월)~11.10(금) 

16:00까지

◼인터넷 접수: http://www.jinhakapply.com

◼단, 외국인 및 편입학은 방문접수만 가능

  - 방문접수: 가천대학교 대학원 행정실(대학원동 102호)

첨부서류 제출

(인터넷 제출시)
2017.10.16(월)~11.10(금)

◼첨부서류는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후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보내는곳: (우) 131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성남대

  로 1342 가천대학교 대학원 행정실(대학원동102호)

전형일시 2017. 11. 24(금) ◼고사장소는 11월 22일(수) 15:00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발표 2017. 12. 08(금)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등록기간 2017. 12. 11(월)~12.22(금) ◼합격자 확인후 고지서 출력하여 필히 해당기간 내 납부 

4. 고사 시간         

    가. 고사장소 : 2017년 11월 22일(수) 15:00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나. 고사시간 : 2017년 11월 24일(금) 10:00 ∼

 

구        분 구술 및 면접

박사
학위과정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융합, 한의학, 체육 10:00부터

석사
학위과정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융합, 한의학, 체육 10:00부터

공연예술학과 10:00부터 구술 및 면접, 공연경력 프로필 평가

음악학과    10:00부터 구술 및 면접, 전공실기

미술계열 10:00부터 구술 및 면접, 작품File 평가

http://www.jinhakapp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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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신입학

석사과정

-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201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외국인은 한국어 능력시험 TOPIK 3급이상자(졸업전까지 TOPIK 4급이상 취득), 또는 
  영어 능력시험(TOEFL PBT 530점, CBT197, iBT71, IELTS5.5, CEFR B2, TEPS600) 취득자 
  (단, 일부 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음)
  ※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해당국가 중등
     교육 또는 고등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졸업증명서 제출시 영어능력시험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 가능함

박사과정

- 국내‧외 석사학위 취득자 및 2018년 2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 외국인은 한국어 능력시험 TOPIK 3급이상자(졸업전까지 TOPIK 4급이상 취득), 또는 
  영어 능력시험(TOEFL PBT 530점, CBT197, iBT71, IELTS5.5, CEFR B2, TEPS600) 취득자 
  ※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해당국가 중등
     교육 또는 고등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졸업증명서 제출시 영어능력시험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 가능함

편입학

석사과정
- 타 대학원의 동일전공자로서 2차 학기 지원자는 1학기 이상 수료하고 6학점 이상 취득   
  한 자, 3차 학기 지원자는 2학기 이상 수료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박사과정
- 타 대학원의 동일전공자로서 2차 학기 지원자는 1학기 이상 수료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3차 학기 지원자는 2학기 이상 수료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4차 학기 지원자는  
  3학기 이상 수료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6. 전형방법           

    가.  석사학위과정 
        -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융합계열, 한의학과, 체육학과  : ①서류심사  ②구술 및 면접

        - 공연예술학과 : ①서류심사  ②구술 및 면접  ③공연경력 프로필 – A4사이즈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미술계열 : ①서류심사  ②구술 및 면접  ③작품 File 10개(조소,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회화)-USB로 제출

        - 음악학과 : ①서류심사  ②구술 및 면접  ③전공실기시험

                      다만, 악기제작 및 수리전공은 서류심사, 구술시험 및 면접만 시행

         
    나.  박사학위과정
        -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융합계열, 한의학과, 체육학과 : ①서류심사  ②구술 및 면접

      

    ※ 국외체류중인 외국인 특별전형은 서류심사만으로 전형함. (미술계열 작품 file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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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학원서 접수 안내 (내국인만 가능)    

      

원서 접수 사이트 접수

가천대학교 홈페이지(www.gachon.ac.kr) 접속 

→ 입학원서 접수 대행기관(진학어플라이)         

회원가입 

(기본사항 입력)

 및 로그인            

입학원서 

작성 및 확인
  

      

서류제출

표지출력 후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발송 또는 직접제출            

 원서 및 수험표 출력

                

전형료 결제

      * 인터넷으로 원서접수시 원서입력 및 전형료 납부는 11월 10일(금) 16:50시 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의 원서 

       수정, 취소, 전형료 환불은 불가함

8. 제출서류          

    가. 석•박사과정 신(편)입학 전형

       1) 석사학위과정 

         ① 입학지원서(홈페이지 다운로드-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

         ② 학업계획서(대학원 소정서식) 1부

         ③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편입생의 경우 전적 대학원 재학 또는 수료증명서 추가)

             ※ 한국어, 영문 이외의 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후 제출)

         ④ 대학 성적증명서 1부 (편입생의 경우 전적 대학원 성적표 추가)

             ※ 한국어, 영문 이외의 성적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문 번역문 첨부, 단 공증 필요 없음.

         ⑤ 학력조회확인서(외국대학 출신자)

         ⑥ 경력 및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공연예술학과는 본인 공연경력 프로필(해당자에 한함) - A4사이즈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⑧ 미술계열은 본인 작품 file 10개-USB로 제출

         ⑨ 신입생 장학금 추천서(해당자에 한함-대학원 광장에서 출력 작성·제출)

          

       2) 박사학위과정

         ① 입학지원서(홈페이지 다운로드-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

         ② 학업계획서(대학원 소정서식) 1부

         ③ 학사졸업•석사학위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편입생의 경우 박사과정 재학 또는 수료증명서 추가)

            ※ 한국어, 영문 이외의 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후 제출

         ④ 학사⁃석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각 1부(편입생의 경우 전적 대학원 박사과정 성적표 추가)

             ※ 한국어, 영문 이외의 성적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문 번역문 첨부, 단 공증 필요 없음.   

         ⑤ 학력조회 확인서 1부 (외국 대학원 출신자)

         ⑥ 경력 및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⑦ 연구실적 목록 (해당자에 한함) : 학업계획서에 기재 (연구실적은 면접 당일 지참 확인후 반환)

         ⑧ 신입생 장학금 추천서(해당자에 한함-대학원 광장에서 출력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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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국인 전형(석사학위과정/박사학위과정)

         ① 입학지원서(대학원 소정서식) 1부

         ② 학업계획서(대학원 소정서식) 1부

         ③ 학사졸업•석사학위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석사는 학사, 박사는 학•석사 졸업(예정) 증명서)

            ※ 한국어, 영문 이외의 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후 제출

         ④ 학사⁃석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각 1부(석사는 학사, 박사는 학•석사 성적증명서)

            ※ 한국어, 영문 이외의 성적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문 번역문 첨부, 단 공증 필요 없음.

         ⑤ 학력조회 확인서 1부 (외국 대학원 출신자)

         ⑥ 공연예술학과는 본인 공연경력 프로필 - A4사이즈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⑦ 미술계열은 본인 작품 file 10개-USB로 제출

         ⑧ 여권 사본 1부 

         ⑨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국내거주자에 한함)

         ⑩ 사진(3.5×4.5㎝) 2매 (국외 체류자에 한함)

         ⑪ 본인과 부모의 외국인 증명서사본(여권사본) 각 1부

          ⑫ 한국어능력시험(3급) 또는 영어능력시험(TOEFL PBT 530점, CBT197, iBT71, IELTS5.5, CEFR B2, TEPS600) 증명서 1부

         ⑬ 경력 및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중국대학 및 지원자 추가제출 서류] 

          

구  분 내용

① 학력인증서
인터넷 (http://www.chsi.com.cn)의 중국고등교육학력인정보고 원본 1부,
(http://www.cdgdc.edu.cn)의 학위인증서 원본 1부 

② 신분 확인서 거민 신분증(본인 및 부모) 사본 1부

③ 거민 호구부 사본

 (국외 체류자에 한함)
- 常住人口公民身份号码登录表(전 가족 기재 분)  또는 常住人口登记卡索引表(전가족 기재 분)
- 개인별 常住人口登记卡(登录表 또는 索引表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전체)

④ 예금잔고증명서

(국외 체류자에 한함)

본인 및 보증인의 1개월 이상 계속 예치한 미화(U$) 20,000불 이상 

(예치금 만기일은 4월 말까지 유효함)

9.  전형료              

       ◼ 석사학위과정         80,000 원 (단, 음악학과 전공실기료 40,000원 별도)

       ◼ 박사학위과정         80,000 원

10.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일단 제출된 서류는 정정하지 못하며, 원서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되거나 졸업예정자가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격과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3) 졸업(학위취득) 예정자로서 합격한자는 최종 졸업(학위취득) 증명서를 입학일 전까지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기타 선발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입학전형시행내규”에 의함

     5) 기타 편입학 등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바람 (☎031-750-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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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학제도         

     

구  분 내     용 비고

1
연구실적 
우수교수 지원

- 연구실적 상위 50% 교수 추천

- 석·박사과정 신입생 1인 등록금 50% 지원

2
신임교수 
대학원생 지원

- 임용 2년 이내

- 석·박사과정 신입생 1인 등록금 50% 지원

3
본교 학부출신 
대학원생 지원
(학부성적 기준)

1. 학과 수석 또는 평점평균 4.25 이상 : 등록금 100% 지원

2. 평점평균 4.0 이상 : 등록금 75% 지원 
3. 평점평균 3.5 이상 : 등록금 25% 지원 

4
연구활성화 
장학금

- 모든 전임교원이 본교생 추천시 (추천인원 제한 없음)

- 석·박사과정 등록금 75% 지원 

- 석사 : 졸업후 1년이내 학진(연구재단)등재지이상 논문발표 의무

- 박사 : 졸업후 1년이내 SCI급 (예체능,인문사회 SCOPUS) 논문 1편 게재

        의무 + 졸업조건 학진등재지 1편 게재 

5
특성화학과
장학금

- 석·박사과정 신입생 등록금 100% 지원 (추천인원 제한 없음) 

- 석사 : 졸업후 1년이내 SCI급 논문 발표 의무

- 박사 : 졸업후 1년이내에 SCI 논문 1편 게재 + 졸업조건 SCI 논문 1편 

        게재 

6
외국인
장학금

1. 외국인학생 : 등록금 50% 지원

2. TOPIK 4급 자격증소지자 : 신입생 입학 1학기 등록금의 100%
3. TOPIK 6급이상 자격증소지자 : 신입생 입학 2학기 등록금의 100%

4. 전 과정 영어강의 학과 – 분자식품생공학, 생명과학, 화공생명,

   나노융합, 나노물리, 나노화학, 경찰안보학과, 글로벌경영학학과(영어)

   : 등록금 100% 지원

  - 장학금 수혜 유학생 졸업조건 SCI논문(인문사회 SCOPUS) 1편 게재 

    의무

5. 외국인교직원 장학금 : 등록금 70% 지원

7
성적장학금
(재학생)

- 학과별 재학생(마지막차수제외) 1인당 100,000원 기준

- 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A학점(4.0)이상

8 기타 장학금 - 전문지식인 장학금 등

     * 글로벌경영학과 중국어과정은 위 장학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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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원 음악학과 실기시험 곡목

구        분 곡                  목 비   고

성  악

성악전공
 1. 언어가 다른 예술가곡 3곡

 2. 오페라, 오라트리오, 아리아 中 1곡

아리아는 

원조로 부를 것

합창지휘전공
 1. 자기소개서

 2. 지휘(자유곡 1곡 : 12분 내외, 리허설 7분, 연주5분)

작  곡 작곡전공  1. 주어진 주제에 따른 곡 쓰기     2. 화성풀이        3. 3성 푸가작곡

통합

피아노

피아노전공
 1. Beethoven Sonata 전 악장        2. Chopin Etude 중 1곡 

 3. 자유곡(15분 이내)

반주전공

 1. 피아노 Solo - Beethoven Piano Sonata 중 제 1악장

 2. 기악곡 - Beethoven, Brahms, Frank, Faure의 현 또는 관악기와 피아노를 위한   
            Sonata 중 1곡, 전악장
 
 3. 성악곡 - Schubert, Schumann, Brahms, Wolf, R.Strauss 가곡 중 2곡

 4. 초견과 이조 - 당일 학교에서 지정

* 2.＆3. - 반주할 성악

가나 기악 연주자는 

동반하여야 함.

페다고지전공

 1. 자유곡(10분 이내)            2. 자기소개서

 3. Teaching Demonstration(피아노 교습실습 : 본인 준비 또는 

    학교에서 준비할 수 있음 - 유아/초급/중급/고급에 관계없음)

관현악

Violin
 1. J.S.Bach : 무반주 Sonata 중 빠른 악장&느린악장

 2. Concerto 1악장(Cadenza포함)

Viola

 1. C.Stamiz : Concerto D Major

 2. Hoffmeister : Concerto D Major

 3. Woltan : Concerto

1,2,3 중 택1

V.Cello
 1. J.S.Bach : Suite 중에서 Prelude & 그 외의 한 악장

 2. Concerto 1악장

D.Bass

 1. Koussevitzky : Concerto op.3

 2. C.D.Dittersdorf : Concerto E Major

 3. G.Bottesini : Concerto b minor

1,2,3 중 택1

Harp   Concerto 중 빠른 악장&느린 악장

Guitar   자유곡 2곡

Flute

  자유곡 1곡

Oboe

Clarinet

Bassoon

Horn

Trumpet

Trombone

Tuba
Percussion   E.Bozza : Rythmie

관악합주 지도자전공  1. 자유곡 1곡          2. 자기소개서

지휘전공
 1. 지휘 : Beethoven Symphony No.5  中  1곡

 2. 피아노-자유곡1곡

피아니스트는

응시자가

대동하여야함

악기제작 및 

수리전공

 1. 자기소개서

 2. 면접

음악대학외

졸업자도 가능



입 학 원 서
(Application Form)

※ 제출서류(Required documents for application) : 1.지원서(Application Form) 2.성적증명서(Official Transcripts) 3.졸업증명서(Photocopy

of diploma) 4.학업계획서(Academic Plans) 5.미술계열은 본인작품화일 10개 6. 응시료(Application fee-석사8만원/박사8만원), etc

2018학년도 □ 전기(Spring) □ 후기(Autumn)
수험번호

(Application No.)
※

지
원
사
항

□ 일반 □ 특별 □ 학·연·산
□ 석사(Master)
□ 박사(Doctorate)

□ 내국인(Local)
□ 외국인(Foreigner)

사 진(Photo)
(3cm × 4cm)

학과
(Department)

전공
(Major)

지

원

자

이 름
(Name)

한 글
(Korean)

한 자
(Chinese)

영 문
(English)

성(Family) 성별
(Sex)

□ 남(Male)
□ 여(Female)명(Given)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

여권번호

(Passport No.)

주 소
(Mailing Address)

( - ) 국적
(Citizenship)

연락처
(Contact)

전 화
(Tel)

( )
핸드폰
(M.P)

이메일
(E-mail)

학 력
(Educational
Background)

기간(Date, from~ to~) 학교명(Institutions) 전공(Major) 학위(Degree or Diploma)

고등학교
(High school)

대학교
(University)

대학원
(Graduate school)

최종학위등록번호
(Latest Degree No.)

학위명
(Degree Name)

현 직 업
(Occupation)

직장명
(Company)

직 위
(Position)

전 화
(Tel)

경 력
(Career)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병 역
(Military
Service)

군 필
입영일:
전역일:

군 별 계 급 군 번

세대주 및
보증인
(Reference)

이 름
(Name)

관 계
(Relationship)

지원자의
직 업
(Job)

주 소
(Address)

전화
(Tel)

본인은 귀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며, 입학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I hereby apply for Gach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in with the documents requested,
and I agree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or admission.)

20 년(Year) 월(Month) 일(Day)

지원자(Applicant) 인(sign)

가천대학교 대학원장 귀 하



외국인 전형 입학원서
(Application Form for Foreigner)

※ 제출서류(Required documents for application):①지원서(Application Form) ②성적증명서(Official transcripts) ③졸업
증명서(Photocopy of diploma) ④학업계획서(Academic Plans) ⑤여권사본(Passport copy) ⑥외국인등록증 사본
(Foreigner registration card copy) ⑦한국어 및 영어공인성적표–TOPIC3rd transcript for Korean, TOEFL,TEPS,
ILET transcript for English) ⑧응시료(Application fee 석사 8만원, 박사 8만원)⑨학력조회확인서(Release of
Information Form), ⑩사진 2매(국외체류자한함-2 Color Photo), etc

※ 중국(국외)지원자 추가 제출서류:①대학학위증서②거민신분증사본(본인,부모)③호구부사본(전가족)④예금잔고증명서

2018학년도 □ 전기(Spring) □ 후기(Autumn)
수험번호

(Application No.)
※

지원사항
(Applicant)

학과
(Department)

□ 석사(Master)
□ 박사(Doctorate)

사 진(Photo)
(3cm × 4cm)

전공
(Major)

생년월일
(Date of Birth

인적사항
(Personal
Data)

이 름
(Name)

한 글
(Korean)

한 자
(Chinese)

영 문
(English)

성(Family)
성별
(Sex)

□ 남(Male)
□ 여(Female)

명(Given)

외국인등록번호
( Registration No.)

-
여권번호

(Passport No.)

주 소
(Mailing Address)

( - ) 국적
(Citizenship)

연락처
(Contact)

자택전화번호
( Home Phone)

( )
핸드폰
(M.P)

이메일
(E-mail)

현주소
(Current Address)

비상연락처
(Guardians)

학력사항
(Educational
Background)

구분
(Division)

기간
(Date, from~ to~)

학교명
(Institutions)

전공
(Major)

학위
(Degree or Diploma)

대학교
(University)

대학원
(Graduate school)

최종학위등록번호
(Latest Degree No.)

학위명
(Degree Name)

TOPIK 급수
TOPIK Grade

TOPIK 시험일자
TOPIK Test Date

년 월 일

보호자
(Guardians)

성명

(Guardians Name)
관계

(Relation)

직장전화번호
(Work Phone)

핸드폰
(Mobile Phone)

본인은 귀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며, 입학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I hereby apply for Gach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in with the documents requested,
and I agree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or admission.)

20 년(Year) 월(Month) 일(Day)

지원자(Applicant) 인(sign)

가천대학교 대학원장 귀 하



편 입 학 지 원 서
(Application Form)

2018학년도 □ 전기(Spring) □ 후기(Autumn)
수험번호

(Application No.)
※

지
원
사
항

□ 일반 □ 특별 □ 학·연·산
□ 석사(Master)
□ 박사(Doctorate)

□ 내국인(Local)
□ 외국인(Foreigner)

사 진(Photo)
(3cm × 4cm)

학과
(Department)

전공
(Major)

지

원

자

이 름
(Name)

한 글
(Korean)

한 자
(Chinese)

영 문
(English)

성(Family) 성별
(Sex)

□ 남(Male)
□ 여(Female)명(Given)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
여권번호

(Passport No.)

주 소
(Mailing Address)

( - ) 국적
(Citizenship)

연락처
(Contact)

전 화
(Tel)

( )
핸드폰
(M.P)

이메일
(E-mail)

학 력
(Educational
Background)

기간(Date, from~ to~) 학교명(Institutions) 전공(Major) 학위(Degree or Diploma)

고등학교
(High school)

대학교
(University)

대학원1
(Graduate school)

대학원2
(Graduate school)

최종학위등록번호
(Latest Degree No.)

학위명
(Degree Name)

현 직 업
(Occupation)

직장명
(Company)

직 위
(Position)

전 화
(Tel)

경 력
(Career)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병 역
(Military
Service)

군 필
입영일:
전역일:

군 별 계 급 군 번

세대주 및
보증인
(Reference)

이 름
(Name)

관 계
(Relationship)

지원자의
직 업
(Job)

주 소
(Address)

전화
(Tel)

본인은 귀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며, 입학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I hereby apply for Gach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in with the documents requested,
and I agree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or admission.)

20 년(Year) 월(Month) 일(Day)

지원자(Applicant) 인(sign)

가천대학교 대학원장 귀 하



학업계획서
(Academic Plans)

지원학과
(Applying Dept)

전공
(Applying
Major)

이 름
(Korean Name)

영 문
(English
Name)

최종 학력

(Latest Degree)

대학교

(University)

대학(원)

(Postgraduate)

전공

(Major)

학위

(Major)

◈ 최근 3년간 연구실적 (박사학위과정) - 해당자에 한함

NO. 논문제목 및 연구실적물 명 게재(발표)기관 명 및 연도 지도교수

※ 연구실적물은 면접당일 지참_(확인후 반환) ※ 지면 부족시 별지가능

◈ 연구 계획(Research Plans : during the postgraduat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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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조회확인서
(Release of Information Form)

学 历 查 询 确 认 书

유의사항(Notice)　注意事项

1.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지원자는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This form is mandatory for applicants who graduated from college or university in foreign countries.)
在国外大学学习的志愿者必须提交。

2. 영어, 한국어로 기재하세요 必须用英文填写。(Please make sure to fill out in English. korea)
3. 이 문서를 수기로 작성하지 마시고 워드로 작성하십시오. (Please do not handwrite. Please type.)
此表请使用电子版填写，非手写。

4.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학생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Students who have graduated university in Korea don't have to submit this form.)
毕业于韩国学校的外国学生不需填写此表。

5. 기재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모든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Information should be true. It not, student should be responsible for disadvantages from providing wrong information.)
填写的信息如与事实不符，所有责任由学生本人承担。

지원자 정보(Applicant   Information)　志愿者信息
성명(한글/영문)
Name of Applicant
姓名(韩文／英文)

(Korean/English)

생년월일
Date of Birth
出生年月日
지원학과
Department
志愿专业

출신학교 정보(Academic Information)　毕业学校信息
졸업학교명
Name of Institution Graduated毕业学校名

졸업학교주소
Address of Institution Graduated毕业学校地址

졸업학교 홈페이지 주소
Website of Institution Graduated毕业学校网址

학위종류
Name of Degree学位类型

□학사(Bachelor's Degree)學士 :
                                                         
□석사(Master's Degree)硕士 :                

학위번호 혹은 학번
Degree no. or Student ID no.学位号或学号
이수학과 및 전공
Department and Major
已修专业
졸업(예정)일자
Date of (Expected) Graduation毕业(预毕业)日期

재학기간 및 등록학기
Period of Attendance
在校时间及已修学期

재학기간:       년     월      ~      년     월,    총  (      )학 기 이수
  
 From(Year/MM)             To(Year/MM)            Total (   ) semesters 

학력조회 담당부서 / 담당자 성명
Office/Name of Staff in Charge学历查询负责部门 / 人姓名

학력조회 담당자 전화번호
Phone No. of Staff in Charge学历查询负责人电话号码
학력조회 담당자 팩스번호
Fax No. of Staff in Charge学历查询负责人传真号
담당자 E-mail
E-mail of Staff in Charge负责人电子邮箱

년年 월　月 일日
(Year/ MM/ DD)

　　　　　　　　　
지원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 (확인)

Applicant’s name sign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