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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일정
(2022학년도 1학기)

월 학사일정
　3 MARCH

주 日 月 火 水 木 金 土 2(수) 1학기 개강

1 　 　 1 2 3 4 5 2(수)~8(화) 수강신청 정정기간

2 6 7 8 9 10 11 12 2(수)~4.19(화) 학기 중 휴학신청 기간

3 13 14 15 16 17 18 19 3.2(화)~5.13(금) 논문지도신청 및 논문지도보고서 제출기간

4 20 21 22 23 24 25 26 19(토) 외국어시험 전형일

5 27 28 29 30 31 　 　 3.28(월)~4.1(금) 종합시험 접수기간

　 　 　 　 　 　 　 　 25(금) 수업일수(1/4)

　4 APRIL 　 　 　 　

주 日 月 火 水 木 金 土 　

5 　 　 　 　 　 1 2
6 3 4 5 6 7 8 9 11(월)~22(금) 종합시험 기간(각 학과 자체 시행)

7 10 11 12 13 14 15 16 19(화) 학기 중 휴학원 제출 마감

8 17 18 19 20 21 22 23 20(수)~26(화) 중간고사

9 24 25 26 27 28 29 30
　 　 　 　 　 　 　 　

　5 MAY 　 　 　 　

주 日 月 火 水 木 金 土 　

10 1 2 3 4 5 6 7 2(월)~6(금) 청구논문심사 신청기간

11 8 9 10 11 12 13 14 9(월) 개교기념일

12 15 16 17 18 19 20 21 9(월)~13(금) 청구논문심사위원 추천기간

13 22 23 24 25 26 27 28 9(월)~27(금) 후기 신입생 모집원서 접수기간

14 29 30 31 　 　 　 　 18(수) 수업일수(3/4)

　6 JUNE 　 　 　 8(수)~14(화) 기말고사

주 日 月 火 水 木 金 土 15(수)~21(화) 보강기간

14 　 　 　 1 2 3 4 17(금) 청구논문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마감

15 5 6 7 8 9 10 11 10(금) 후기 신입생 모집 전형일

보강　 12 13 14 15 16 17 18 22(화)~8.26(금) 미등록 휴학 신청 기간

　 19 20 21 22 23 24 25 21(월)~7.1(금) 재입학 신청기간

　 26 27 28 29 30 　 　 23(목)~27(월) 성적공시 및 정정

　 　 　 　 　 　 　 　 24(금) 후기 신입생 합격자 발표일

　7 JULY 　 　 　 6.20(월)~8.12(금) 계절학기

주 日 月 火 水 木 金 土 　

　 　 　 　 　 　 1 2 1(금) 청구논문 인쇄완성본 제출마감

　 3 4 5 6 7 8 9 4(월)~8(금) 후기 신입생 합격자 등록기간

　 10 11 12 13 14 15 16 11(월)~15(금) 복학기간

　 17 18 19 20 21 22 23 11(월)~8.26(금) 휴학연기 신청기간

　 24 25 26 27 28 29 30 　

　8 31 　 　 8(월)~12(금) 수강 신청기간(재학생)

주 日 月 火 水 木 金 土 15(월)~19(금)계절학기 성적입력

　 　 1 2 3 4 5 6 22(월)~26(금) 등록금 납부기간

　 7 8 9 10 11 12 13 25(목) 후기 학위 수여식

　 14 15 16 17 18 19 20 26(금) 미등록 휴학원 제출마감

　 21 22 23 24 25 26 27 8.29(월)~9.8(목) 외국어시험 접수기간

　 28 29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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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월 학사일정

　9 SEPTEMBER 　 　 8.29(월) 2학기 개강
주 日 月 火 水 木 金 土 8.29(월)~9.2(금) 수강신청 정정기간
1 　 29 30 31 1 2 3 8.29(월)~10.14(금) 학기 중 휴학신청 기간
2 4 5 6 7 8 9 10 17(토) 외국어시험 전형일
3 11 12 13 14 15 16 17 8.29(월)~11.11(금) 논문지도신청 및 논문지도보고서 제출기간
4 18 19 20 21 22 23 24 26(월)~30(금) 종합시험 접수기간
5 25 26 27 28 29 30 　 21(수) 수업일수(1/4)
　 　 　 　 　 　 　 　
　10 OCTOBER 　 　

주 日 月 火 水 木 金 土 10(월)~21(금) 종합시험 기간(각 학과 자체 시행)
5 　 　 　 　 　 　 1 15(금) 논문지도보고서 제출 마감
6 2 3 4 5 6 7 8 15(금) 종합시험 합격자 발표
7 9 10 11 12 13 14 15 14(금) 학기 중 휴학원 제출 마감
8 16 17 18 19 20 21 22 17(월)~21(금) 중간고사
9 23 24 25 26 27 28 29 10.31(월)~11.4(금) 청구논문심사 신청기간
　 30 31 　 　 　 　 　 24(월)~11.4(금) 전기 신입생 모집원서 접수기간

11 NOVEMBER
주 日 月 火 水 木 金 土
10 　 　 1 2 3 4 5
11 6 7 8 9 10 11 12 7(월)~11(금) 청구논문심사위원 추천기간
12 13 14 15 16 17 18 19 14(월) 수업일수(3/4)
13 20 21 22 23 24 25 26 18(금) 전기 신입생 모집 전형일
14 27 28 29 30 　 　 　

　12 DECEMBER 　 　 5(월)~9(금) 기말고사
주 日 月 火 水 木 金 土 2(금) 전기 신입생 합격자 발표일
14 　 　 　 　 1 2 3 12(월)~16(금) 전기 신입생 합격자 등록기간
15 4 5 6 7 8 9 10 12(월)~16(금) 보강기간

보강　 11 12 13 14 15 16 17 16(금) 청구논문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마감
　 18 19 20 21 22 23 24 19(월)~2.28(화) 미등록 휴학 신청 기간
　 25 26 27 28 29 30 31 19(월)~30(금) 재입학 신청기간
　 　 　 　 　 　 　 　 19(월)~21(수) 성적공시 및 정정

　1 JANUARY 　 　 　 12.19(월)~2.10(금) 계절학기
　 日 月 火 水 木 金 土 　
　 1 2 3 4 5 6 7 6.(금) 청구논문 인쇄완성본 제출마감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6(월)~20(금) 복학기간
　 22 23 24 25 26 27 28 16(월)~2.28(화) 휴학 연기 신청 기간
　 29 30 31 　 　 　 　
　 30 31 　 　 　 　 　

　2 FEBRUARY
　 日 月 火 水 木 金 土 6(월)~10(금) 수강 신청기간(재학생)
　 　 　 　 1 2 3 4 20(월)~24(금) 등록금 납부기간
　 5 6 7 8 9 10 11 23(목) 학위수여식
　 12 13 14 15 16 17 18 28(화) 미등록 휴학원 제출마감
　 19 20 21 22 23 24 25 13(월)~17(금)계절학기 성적입력
　 26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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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 종합학사관리안내
1. 학사관리는 학생이 학사안내문(요람, 본대학원 인터넷 게시판 등)을 참조하여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학사관리에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소속학과 조교실 또는 대학원 행정실에 문의 및 확인 후 학
사관리를 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을 참조하여 학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https://www.gachon.ac.kr/sites/korean/index.do (가천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 http//www.gachon.ac.kr (가천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원 → 일반대학원 → 홈페이지 
   바로가기

◉ 등 록
1. 등록 

가.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등록금 납부고지서를 확인 후 지정기일 내에 지정된 은행에 납부
나. 수업년한(석사4학기, 박사과정 6학기)이 지났으나 수료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아래 

금액 납부 
   (1~3학점까지 당해학기의 수업료의 1/2 해당액,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 학사안내             
1.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시 주의사항
1) 매학기 지정기일에 학사행정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한다.
2) 지도교수로부터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
3) 대학홈페이지 행정포탈에서 본인이 반드시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나. 수강신청 절차

https://www.gachon.ac.kr/sites/korean/index.do
http://www.ga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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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천대학교 홈페이지 w 가천대 홈페이지 → 회원가입 선택
② 회원가입 w 학생 선택, 이름, 생년월일 입력
③ ID/PW 로그인 w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로그인

④ 학사행정 선택
w 대학원 학사 선택 → 수업관리 선택
w 본교출신은 졸업이후 수강신청 
w 학사행정 → 신분변경 → 신분변경 후 수강신청

⑤ 수업관리 w 교과/수업(학생)에서 수강신청 선택

⑥ 수강신청
w 소속분류, 성명, 학번확인
w 조회대상 선택 확인
w 교과목 확인 및 수강 신청 
w 전공과목과 선수과목 필히 확인 신청

⑦ 수강신청 변경 및 삭제 w 수강신청내역에서 해당과목 삭제를 누름 
⑧ 수강신청조회 w 수강신청내역에서 수강확인 누름

      

다. 수강신청 변경
1) 수강신청 변경은 신청과 동일하게 매학기 지정기일 내(수강신청 정정기간)에 가천대학교 홈페이

지에 접속하여 수강신청과목을 변경하여야 함
2) 수강신청 변경 후 변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라. 학기당 신청학점
1) 매학기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70점(Co)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선수과목은 신청학점으로 계산하지 않음)

마. 수강신청 기간
1) 재 학 생 : 2022. 8. 8(월) ~ 8. 12(금)
2) 신(편)입생 : 2022. 8. 22(월) ~ 8. 26(금) : 본교출신은 졸업식 이후 수강신청

바. 수강신청 정정
1) 정정기간 : 2022. 8. 29(월) ~ 9. 2(금)

2. 수업년한 및 이수학점

과정 수업년한
(논문제출가능기간) 재학년한 이수학점

(선수과목별도)
성적

인정학점 수료인정학점

석사 2년(6년) 3년 24학점 70점(Co)이상 평점평균 3.0이상
박사 3년(10년) 5년 36학점 70점(Co)이상 평점평균 3.0이상   

* 학업성적의 평가는 A+,  A0 ,  B+ ,  B0,  C+,  C0,  F : 69이하로 한다 

3. 타전공 입학자의 선수과목 이수
가. 선수과목의 지정

선수과목은 학과 지도교수가 이를 정하며 학부(석사과정 입학자) 또는 석사학위과정(박사과정 입학



●● 가천대학교 대학원

- 6 -

자)에서 취득한 과목을 비교하여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지정한다.
나. 선수과목 신청    

학부의 전공과 입학한 학과의 전공이 다른 학생(특수대학원 출신자 포함)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가 
12학점이내에서 지정한 선수과목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며 선수과목의 신청학점은 정규과목의 신
청학점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4. 타 대학원과 학점교환
▪ 본 대학원과 학점교환제 협약을 맺은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매학기 신청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 때까지 석사학위과정 9학점, 박사학위과정 12학

점까지 협약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음
▪ 단, 당해학기에 신청한 과목이 본 대학원에 개설되었을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한다.

 

◉ 외국어 및 종합시험
1. 외국어시험   

가. 응시자격 : 석사 /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자 응시 가능
나. 시험시기 : 매학년도 3월, 9월 2회 실시(신청 : 3월초, 8월말)
다. 시험과목 : 영어(시험시간은 50분이며 합격은 60점 이상임)
            *모국어가 영어인 외국인학생은 한국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음
라. 외국어시험 면제기준

- TOEFL ▶ PBT 520점 (CBT 190점, IBT 68점) 이상, TOEIC ▶ 700점 이상, TEPS ▶ 600점 
이상,

 IELTS ▶ 5.5점 이상, TOPIK ▶ 5급 이상 (최근 2년 이내 취득점수에 한함)
마. 외국어시험 대체 프로그램 안내 (1학기 이상 이수자 신청 가능)

1) 프로그램 개설 주요내용 : 1년 2회(하계, 동계) 45시간으로 외국어시험 대체프로그램으로 토익 
강좌 개설

2) 합격인정 기준 : 출석(80%이상) + 자체토익시험 + 수업 중 QUIZ = 평점B(80점)이상
3) 강좌개설 기준 : 15명 이상 신청 시 강좌 개설
4) 수강비용 : 30만원/1인(신청자 부담)
5) 관련강좌 운영(개설) 주관부서 : 국제어학원

바. 신청방법 : 지정계좌에 응시료를 납부후 가천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사행정 로그인
          ⇒ 졸업관리 ⇒ 논문/시험관리 ⇒ 외국어시험신청, 저장 후 출력 ⇒ 출력물 학과사무실에 
제출

   

2. 종합시험
가. 시험시기 : 매 학년도 4월, 10월 2회 실시 (신청: 4월초, 10월초)
나. 자격 및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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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사과정
자    격 - 24학점 이상(평점평균 3.0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학점과  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의 합계가 24학점 이상인 자
과 목 수 - 2과목
합격기준 - 각 과목 80점 이상(각 과목별 합격을 인정)   

   ■ 박사과정
자    격 - 36학점 이상(평점평균 3.0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학점과  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의 합계가 36학점 이상인 자
과 목 수 - 4과목
합격기준 - 각 과목 80점 이상(각 과목별 합격을 인정)   

다. 신청방법
신청은 가천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행정 ⇒ 대학원학사 ⇒ 졸업관리 ⇒ 종합시험신청 ⇒ 과목선택 ⇒ 저
장 ⇒ 출력 후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아 소정의 응시료를 계좌에 납부하고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함으로써 완료된다.

라. 합격 취소
종합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합산된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합격
을 취소한다.

◉ 학위논문
1. 논문지도 신청

가. 논문지도교수의 선정
제 1차 학기에 원생의 신청에 의해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 승인 한다.

나. 논문지도 신청
매학기 지정 기일내에 학사행정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입력하여 출력된 “학위논문 지도신청서”에 지
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아 논문지도비 영수증과 함께 대학원행정실에 제출
(수료자도 청구논문을 제출할 경우는 당해학기에 논문지도신청을 하여야 함)
※ 논문지도신청은 석, 박사 과정 모두 2차부터 매학기 제출. 즉 석사과정은 2차부터 3회(학기당 1회), 박사과정

은 2차부터 5회(학기당 1회), 석․박사통합과정은 2차부터 7회(학기당 1회)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학위청구
논문 심사대상이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학 ․ 석사 연계과정 입학자는 1차 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위촉,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 학기중 논문지도 신청 미 제출시, 마지막 논문학기에 청구논문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졸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는 석사과정은 학위청구논문 제출하기 6개월 전, 박사학위 과정은 학위청

구논문 제출하기 1년 전에 제출
다. 논문지도교수 신청 변경

정해진 지도교수가 질병, 장기 해외출장이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가 어려울 때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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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교수가 신/구 지도교수와 협의 후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2. 예비발표 
학위청구논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초고 제출 3개월 전에 본인이 연구한 결과를 지도교수, 
주임교수, 학과교수와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다수의 연구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학원 또는 학과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예비발표를 하여야 한다.

  
3. 학위청구논문 신청

가. 신청자격 : 학위수여규정 제 16조의 자격을 갖춘 원생
나. 신청시기 : 1학기 4월말, 2학기 10월 말
다. 신청시 제출서류(대학원 행정실 제출)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 1부.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 학술지게재확인서(박사), 어학성적표(외국인
에 한함) 1부.

4. 학위 청구논문 제출
가. 제출시기 : 1학기 6월초, 2학기 12월 초 
나. 청구논문 제출연한

석사학위과정은 입학 후 6년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입학 후 10년 이내에 제출
        (단 휴학기간은 제출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5. 박사학위 취득예정자의 학술지 논문게재 의무

가. 대상자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의무사항),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권장사항)  
나. 대상 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단,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등재후보지 포함) 이상

◉ 학적변동
1. 휴  학

원생이 가정사정,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 수업일수의 1/4 이상을 참석 할 수 없을 경
우에는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기간 내에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한다.
* 참고사항 : 일반휴학의 사유는 개인사정, 가정사정 등을 칭함  
* 휴학기간 : 재학 중 휴학기간은 석사는 2년, 박사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군휴학 및 임신출산육아 
휴학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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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반휴학
(개인 및 가정사정) 질   병 군 입 대 임신·출산·육아

제출서류
 
1. 휴학원 1부

1. 휴학원 1부
2. 진단서(국․공립에서 

발행한 4주이상 
입원이 명시)

1. 휴학원 1부
2. 현역입영명령서 1부

1. 휴학원 1부
2. 병원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기간 2월, 8월 발생시 발생시 발생시
휴학기간 6개월 또는 1년 단위 6개월 또는 1년 단위 3년 이내 군복무 기간 6개월 또는 1년 단위

  

※ 휴학원은 학사행정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진단서, 현역입영명령서 등은 팩스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
능)

2. 복  학

구    분
휴학기간만료 복학

만기제대 복학일 반 휴 학 질 병 휴 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제출서류 1. 복학원 1부 1. 복학원 1부 1. 복학원 1부 1. 복학원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신청기간 해당 학기 등록기간 해당 학기 등록기간 해당 학기 등록기간 해당 학기 등록기간   

※ 복학원은 학사행정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3. 미복학 원생에 대한 조치 
가. 휴학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않을 경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14조에 의하여 제적 조치됨.
나.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4. 전과 및 전공의 변경 
가. 전과는 입학 후 1개 학기가 경과한 후에 할 수 있으며 정해진 서류(전과신청서 양식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 대학원광장 → 각종서식(다운로드) → 전과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전공의 변경은 동일학과 내에서 1개 학기가 경과한 후에 할 수 있으며, 공통된 과목의 학점만을 인
정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학과와 한의학과는 기초전공과 임상전공 간의 교차변경은 허가하
지 아니한다. 정해진 서류(전공변경원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 대학원광장 → 각종서식(다운로드) → 
전공변경원 양식)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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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1. 학생증발급 : 당일 현장 발급(발급비 무료)

가. 신청 장소 : 대학원동 행정실 102호(문의전화 : 031-750-5663)
나. 구비서류 : 학생증 신청서, 사진 1장

2. 학사기획팀 제증명서 발급 및 각종 민원업무 안내   
가. 위치 : 비전타워 B구역 1층 101호(TEL 031)750-5727 FAX 031)750-5131)
나. 업무내용      

제증명발급
 - 졸업, 성적, 재학, 재적, 수료, 장학증명,(국·영문)    - 학생증
 - 등록금 고지서 재발급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예비군(민방위대)편성 확인서    - 취업, 장학, 기타 추천서
 - 해외여행 추천서 발급                       - FAX 민원 서류 발급

학사업무
 - 휴학원(일반, 군입대)접수처리     - 복학원 접수처리
 - 학생주거 정보제공, 알선    - 주소정정 접수처리
 - 학생병사 관계 업무    - 시설물 불편사항 접수
 - 기타 학적변동사항 접수처리     - 기타 학사 행정 상담 및 안내
 ■ 학사업무 처리시 심층 상담의 경우 : 해당부서로 상담 연결

정보조회
 - 취업정보 검색    - 부직정보 검색
 - 수업계획서/수강신청내역 조회    - 성적조회
 - 내방객안내 : 기구, 학사력, 전화번호등    - 학사행정담당 업무/담당자 안내
 - 교수실 안내    - 기타 정보조회 등

다. 각종 증명서 신청 
1) 직접 방문 신청 발급 : 비전타워 학생서비스센터 증명서 발급기                     
2) 인터넷 : 학교 홈페이지 → user service → 증명서발급(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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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군 전입신고 및 주차요금 안내

◉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1. 신입생 예비군 전입신고(대학 직장예비군 편성)

가. 신고기간 : 매 학기초(대원신고 누락시는 학생예비군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나. 신고장소 : 가천대학교 직장 예비군연대(아름관 104호)
다. 신고방법 :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행정 ⇒ 예비군전입신고 ⇒ 저장 
라. 문 의 처 : 가천대학교 직장 예비군연대 병무담당(TEL. 031-750-5784)

2. 재학생 예비군 전입신고(대학 직장예비군 편성)
가. 전역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 동사무소에 전역신고를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에 복학원서를 제출 하

고 등록확인 절차를 거친 후 14일 이내에 교내 예비군 연대 본부에 신고해야함. 
나. 군을 전역한 후 입학 및 편입한 학생은 대학직장 예비군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학직장 예

비군은 연간 1-6연차는 8시간, 7연차 이상은 비 교육을 실시 하게되며됨 만일, 예비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각 지역 예비군 부대에 편성되면 연간 부과되는 전 교육(36시간)이상을 모두 필해야 하
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 휴학, 제적, 자퇴, 졸업 등으로 학적변동 시에는 주소지 예비군동대로 자동전출 됩니다.
※ 신고기간 : 매 학기 초(공지 기간)
※ 방   법 :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행정 ⇒ 예비군전입신고 ⇒ 저장 

3. 민방위 제외 대상자신고
▶ 현행 민방위 기본법에는 남자로서 만20세가 되면 민방위 편성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재 학생의 경

우 학업을 고려하여 일정절차의 신고를 마치면 지역 민방위 편성대상에서 제외 시켜줍니다. 민방위 
제외 신고는 학교 민방위대에서 일괄처리 됩니다. 

  (문의 : 대학직장 예비군본부(아름관 1층 T.031-750-5074~5)

◉ 주차요금 할인신청
1. 대    상 

-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 재학생 전원.

2. 신청 구비서류
가. 정기권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월 2만원)
나. 할인권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5시간권 1,000권 또는 1일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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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절차 : 상기서류를 구비 주차관리 사무소(새롬관 1층)에서 구입(전화번호: 750-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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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원 학사안내
학사 흐름도
◉ 석사과정 입학생

◉ 박사과정 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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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생

◉ 학·석사통합과정 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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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별 학사 안내(석사과정)
◼ 제 1기

1. 수강신청
∙ 학사행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별 신청
∙ 중복으로 신청하는 과목은 절대 불가함.
∙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내용을 출력(수강신청확인서), 확인한 후 반드시 본인,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날 인을 받아 학과 조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학부의 전공학과와 석사과정의 전공학과가 다른 학생은 반드시 추가이수과목(선수과목)을 재학 중

에 취득하여야 함.
  (수강신청 한 교과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수강)
※ 추가이수과목(선수과목)은 학부에 개설된 과목으로 신청하여 수강하여야 함.

2. 학생증 신청
∙ 대학원행정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받는다.  
∙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대학원행정실에 신고 후 재발급 받는다.

3. 지도교수 선정
∙ 1기생은 제 1차 학기에 원생의 신청에 의해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 대학원장

의 승인을 받게 된다.
4. 학․석사 연계과정 입학자는 논문지도 위촉 및 논문지도신청 및 논문지도를 받아야한다.

◼ 제 2기
1. 수강신청

∙ 교과학점 신청은 1기와 동일.
∙ 수강신청 시 반드시 논문지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외국어 시험(영어)
∙ 1학기 이상 이수한 원생은 응시자격이 부여됨
∙ 지정계좌에 응시료를 납부 후 가천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사행정 로그인
  ⇒ 졸업관리 ⇒ 외국어시험신청, 저장 후 출력 ⇒ 출력물 학과사무실에 제출
  ※ 공인된 영어능력 검정시험(TOEFL, TOEIC, TEPS, IELTS)에서 일정수준의 성적을 취득하면 

외국어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논문지도 신청

※ 논문지도신청서는 석사 과정 2차부터 매학기 제출. 즉 석사과정은 2차부터 3회(학기당 1회)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학위청구논문 심사대상이 됨을 양지하시기 바람. 학기 중 논문지도신청 미제
출시, 마지막 논문학기(4차)에 청구논문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졸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바람

◼ 제 3기
1. 수강신청

∙ 교과학점 신청은 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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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시 반드시 논문지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종합시험

∙ 24학점 이상 취득 후 응시 자격 부여.(당해학기 수강신청 포함 24학점 이상 가능)
∙ 학사행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청내용을 입력 및 저장, 출력하여 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한다.
∙ 응시 과목은 해당학과에서 정한 2과목을 실시한다.(과목별로 합격을 인정함)

3. 논문예비계획서 제출
∙ 외국어 시험 및 전공 시험에 통과한 학생은 논문예비계획서를 작성, 본인 및 지도교수와 주임교수

의 승인을 받은 후 학과에 제출하며, 학과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4. 논문지도 신청 : 2차와 동일

◼ 제 4기
1. 수강 신청

∙ 교과학점 신청은 전과 동일.
∙ 교과학점을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해당 학기에 학위논문의 심사를 받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 시 반드시 논문지도신청서를 제출하여 논문지도학점을 취득해야 함.
2. 논문 공개발표

∙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내규에 의거 공개발표를 신청한 후 일시 및 장소
를 정하여 연구 내용을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3. 논문 심사
∙ 논문제출 자격을 갖추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기일 내에 논문심사신청을 하고 심사

를 받아야 한다.
∙ 학사행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청 내용을 입력 및 출력하여 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한다.
∙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학사행정 프로그램 이용 출력)
2) 심사위원추천서 
3) 연구윤리준수확인서
4) 어학성적표(외국인에 한함)

4. 논문제출
∙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심사결과보고서(1차, 최종)
2) 인쇄허가서
3) 학위논문의 규격 및 양식에 맞추어 완성된 논문 5부
4) 학위논문 온라인제출 확인서 및 이용 동의서

※ 지도교수 변경 안내
∙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받아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도교수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한 변경사유와 확인 날인을 받고 학과 주임교수를 
경 유하여 대학원에 제출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학위수여규정 12조 3항을 참조)

∙ 이러한 경우에 새로 변경된 지도교수에게 1학기 이상의 논문 지도를 받아야만 논문제출 자격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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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된다.

◉ 기별 학사 안내(박사과정)
◼ 제 1기

1. 수강신청
∙ 학사행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별 신청  ※수강신청 정정 기간에만 정정 가능함.
∙ 중복으로 신청하는 과목은 절대 불가함.
∙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내용을 출력(수강신청확인서), 확인한 후 반드시 본인,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아 학과 조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유사전공 및 타전공(특수 전문대학원 졸업자) 입학자는 반드시 선수과목을 재학 중에 취득해야 

함.
  ※선수학점은 신청한 교과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선수과목은 대학원 석사과정에 개설된 과목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학생증 신청
∙ 대학원행정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받는다.  
∙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대학원행정실에 신고 후 재발급 받는다.

3. 지도교수 선정
∙ 1기생은 제 1차 학기에 원생의 신청에 의해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 대학원장

의 승인을 받게 된다.

◼ 제 2기
1. 수강신청

∙ 교과학점 신청은 전과 동일.
∙ 수강신청 시 반드시 논문지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외국어 시험(영어)
∙ 1학기 이상 이수한 원생은 응시자격이 부여됨
∙ 지정계좌에 응시료를 납부 후 가천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사행정 로그인
  ⇒ 졸업관리 ⇒ 외국어시험신청, 저장 후 출력 ⇒ 출력물 학과사무실에 제출
  ※ 공인된 영어능력 검정시험(TOEFL, TOEIC, TEPS, IELTS)에서 일정수준의 성적을 취득하면 

외국어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논문지도 신청

※ 논문지도신청서은 박사 과정 2차부터 매학기 제출. 즉 박사과정은 2차부터 5회(학기당 1회)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학위청구논문 심사대상이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 논문지도 신청 
미 제출시, 마지막 논문학기에 청구논문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졸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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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신청
∙ 교과학점 신청은 전과 동일
∙ 수강신청 시 반드시 논문지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논문지도 신청 : 2기 내용과 동일
◼ 제 4기

1. 수강신청
∙ 교과학점신청은 전과 동일
∙ 수강신청 시 반드시 논문지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종합 시험(박사과정)
∙ 36학점이상(수강신청 한 과목을 합산하여 36학점인 경우도 가능) 취득한 경우 응시자격 부여.
∙ 학사행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청내용을 입력 및 출력하여 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한다.
∙ 응시과목은 해당학과에서 정한 4과목 이상을 실시한다.(과목별 합격을 인정함)

3. 논문예비계획서 제출
∙ 외국어 시험 및 전공 시험에 통과한 학생은 논문예비계획서를 작성, 본인 및 지도교수와 주임교수

의 승인을 받은 후 학과에 제출하며, 학과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4. 논문지도 신청 : 2기 내용과 동일(2기~5기)

◼ 제 5기
1. 수강신청(9학점이내)

∙ 교과학점신청은 전과 동일
∙ 수강신청 시 반드시 논문지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논문지도 신청 : 2기 내용과 동일 (2기~5기) 

◼ 제 6기
1. 수강신청

∙ 교과학점신청은 전과 동일
∙ 교과학점 36학점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학기에 학위논문의 심사를 받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

는 수강신청 시 반드시 논문지도신청서를 제출하여 논문지도학점을 취득해야 함. 
2. 논문지도 신청 : 2기 내용과 동일
3. 논문 공개발표

∙ 학과내규에 의거 공개발표 장소를 정하여 시행한다.
∙ 논문 공개발표에 통과한 자는 논문지도 학점을 지도교수로부터 즉시 부여받고 그 결과를 대학원에 

제출한다.
∙ 공개발표에 통과한 후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개발표는 무효로 한다.

4. 논문 심사
∙ 논문제출 자격을 갖추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기일 내에 논문심사신청을 하고 심사

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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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행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청 내용을 입력 및 출력하여 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한다.
∙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학사행정 프로그램 이용 출력)   
  2) 심사위원추천서 
  3) 연구윤리준수확인서     
  4) 학술지게재확인서    
  5) 어학성적표(외국인에 한함)

5. 논문제출
∙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심사결과보고서(1차, 2차, 최종)       
  2) 인쇄허가서
  3) 공개발표결과보고서                  
  4) 학위논문의 규격 및 양식에 맞추어 완성된 논문 5부
  5) 학위논문 온라인제출 확인서 및 이용 동의서

※ 지도교수 변경 안내
∙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받아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도교수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한 변경사유와 확인 날인을 받고 학과 주임교수를 
경 유하여 대학원에 제출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학위수여규정 12조 3항을 참조)

∙ 이러한 경우 새로 변경된 지도교수에게 1학기 이상의 논문 지도를 받아야만 논문제출 자격이 부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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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low chart of graduate school academic affairs
◉ Freshman for master’s course

◉ Freshman for Ph.D.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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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shman for connected bachelor & master course

◉ Freshman for combined bachelor & master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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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e on the academic affairs for each semester(master’s course)
◼ 1st semester

1. Application for courses
∙ Each student shall apply for the courses using the academic administration program.
∙ No dual application for a course is allowed.
∙ After the application for course, the student shall print out the contents of application 

(certificate of application for courses) and check its contents before submitting it to the 
department administration office.

* If a student’s master major is different from his/her undergraduate major, he/she shall 
acquire the additional required courses(prerequisite subjects)during the normal courses.

  (They are not included in the subjects for application. So, the student shall get the separate 
classes.)

※ To get the additional required courses (prerequisite subjects), the student shall get the 
courses opened for the undergraduate students.

2. Application for student ID card
∙ Fill out an application prepared in the graduate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and submit it to 

the office to get the ID card.
∙ If the student ID card is lost, report it to the graduate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before 

getting a new ID card.
3. Selection of adviser 

∙ The student in 1st semester applies for the adviser in the first semester. The adviser for 
dissertation is selected at the professor’s meeting and then the decision is approved by the 
dean of graduate school.

◼ 2nd semester
1. Application for courses

∙ The procedure for the application for courses is the same as for 1stsemester.
∙ In application for courses, the student shall submit the application for instruction for 

dissertation to the department administration office.
2. Foreign language test (English)

∙ The graduate student who had one semester or more is eligible to take the test.
∙ Make payment of the application fee and log in the academic administration program of 

Gachon University.
  ⇒ Graduation control ⇒ Apply for foreign language test, save the application form and print 

it out ⇒ Submit it to the department administration office.
※ If a student has a certain score or above in the publicly recognized English test like 

(TOEFL, TOEIC, TEPS or IELTS), he/she is recognized to have passed the test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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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plication for instruction on dissertation (paper)
∙ How to apply the instruction for dissertation : Log in the academic administration program of 

Gachon University
  ⇒ Academic administration for graduate student ⇒ Graduation control ⇒ Apply for the 

instruction for dissertation, save the form and print it out. ⇒ Get the seal of the adviser on 
the printout and submit it to the department administration office.

※ The student shall submit the application for instruction for dissertation from 2nd semester of 
the master’s course. Note that the student is eligible to get the audit of his/her dissertation 
only when he/she got three or more instructions for dissertation from 2nd semester(or at 
least one time for every semester).(So, if a student has the graduate and undergraduate 
connection cour se or is transferred from other school, he/she shall apply for the instruction 
for the dissertation from 1st semester.)

  If a student fails to submit the application for instruction for dissertation, he/she is not 
eligible to get the audit at the last dissertation semester (4th)for graduation.

◼ 3rd semester
1. Application for courses 

∙ The procedure for the application for courses is the same as before.
∙ In application for courses, the student shall submit the application for instruction for 

dissertation to the department administration office.
2. General test

∙ The student who gets 24 credits or more is eligible to take the test. (The student who gets 
24 credits including the credits in the applied courses is eligible.)

∙ The student enters the application form using the academic administration program, saves it 
and prints it out before submitting it to the graduate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 Test is conducted on two subjects which are selected by the department. (The pass is 
recognized for each subject.)

3. Submission for preliminary plan for dissertation
∙ The student who passes the foreign language test and general test shall prepare the 

preliminary plan for dissertation and get the approval of adviser and head professor before 
submitting it to the department office which shall keep it.

4. Application for instruction for dissertation : Same as in 2ndsemester

◼ 4th semester
1. Application for courses

∙ The procedure for the application for courses is the same as before.
∙ In application for courses, the student shall submit the application for instruction for 

dissertation to the department administratio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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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pen presentation of dissertation
∙ The student who tries to submit the dissertation for master’s degree shall apply for the open 

presentation of the dissertation according to the department regulation and present the 
dissertation at the selected date and place.

3. Audit of dissertation
∙ The student shall apply for the audit of the dissertation within the designated date and get 

the audit if he/she is eligible to submit the paper.
∙ The student enters the application using the academic administration program, saves it and 

prints it out before submitting it to the graduate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 The following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1) Application for audit of the dissertation for master’s degree (it shall be printed out using 
the academic administration program)

2) Research compliance certificate
3) Recommendation for auditing member
4) Test record for language test (It is limited to the international students, TOPIK Grade 4, 

TOEFL iBT 71, PBT 530, CBT 197, IELTS 5.5, and TEPS 600)
4. Submission of dissertation

∙ The student who passes the audit for dissertation shall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within the date designated by the graduate school.
1) Report on the result of audit (1standfinal)
2) Permit for printing
3) 5 copies of dissertations completed to the specification and form for the academic 

dissertation
4) Certificate of online submitting the dissertations and agreement on the use of the 

dissertation

※ Guide on the change in the adviser
∙ If a student wants to change the adviser due to an unavoidable reason, it shall get the 

application form for the change of adviser from the graduate school. As for the cause of the 
change, the advisers who are old and new advisers shall fill in. Then, the student shall get 
the approval of advisers and submit it to the head professor of the department, who in turn 
submit it to the graduate school for the approval of the dean of the graduate school. (See 
Article 12, Paragraph 3 of Regulation on Granting Degree.)

∙ In this case, the student is eligible to submit the dissertation only when he/she gets the 
instruction on the dissertation from the new adviser for at least 1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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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e on the academic affairs for each semester(doctorate course)
◼ 1st semester

1. Application for courses
∙ Each student shall apply for the courses using the academic administration program  
※ The correction in the application for course is possible during the specified period for 

correction.
∙ No dual application for a course is allowed.
∙ After the application for course, the student shall print out the contents of application 

(certificate of application for courses) and check its contents before submitting it to the 
department administration office.

  * If a student’s doctorate major is different from his/her master major(or graduated from 
special graduate school), he/she shall acquire the additional required courses(prerequisite 
subjects) during the normal courses.

※ They are not included in the subjects for application. So, the student shall get the separate 
classes.

※ To get the additional required courses (prerequisite subjects), the student shall get the 
courses opened for the master’s course.

2. Application for student ID card
∙ Fill out an application prepared in the graduate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and submit it to 

the office to get the ID card.
∙ If the student ID card is lost, report it to the graduate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before 

getting new ID card.
3. Selection of adviser

∙ The student in 1st semester applies for the adviser in the first semester. The adviser for 
dissertation is selected at the professor’s meeting and then the decision is approved by the 
dean of graduate school.

◼ 2nd semester
1. Application for courses

∙ The procedure for the application for courses is the same as for 1stsemester.
∙ In application for courses, the student shall submit the application for instruction for 

dissertation to the department administration office.
2. Foreign language test (English)

∙ The graduate student who had one semester or more is eligible to take the test.
∙ Make payment of the application fee and log in the academic administration of Gachon 

University.
  ⇒ Graduation control ⇒ Apply for foreign language test, save the application form and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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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out ⇒ Submit it to the department administration office.
  ※ If a student has a certain score or above in the publicly recognized English test like 

(TOEFL, TOEIC, TEPS or IELTS), he/she is recognized to have passed the test above.
3. Application for instruction on dissertation

∙ How to apply the instruction for dissertation : Log in the academic administration of Gachon 
University

  ⇒ Academic administration for graduate student ⇒ Graduation control ⇒ Apply for the 
instruction for dissertation, save the form and print it out. ⇒ Get the seal of the adviser on 
the printout and submit it to the department administration office.

  ※ The student shall submit the application for instruction for dissertation from 2nd semester 
of the doctorate course. Note that the student in doctorate courses is eligible to get the 
audit of his/her dissertation only when he/she got five or more instructions for dissertation 
from 2nd semester(or at least one time for every semester). If a student does not apply for 
the instruction for dissertation, he may not be eligible for submission of dissertation for 
degree.

◼ 3rd semester
1. Application for courses

∙ The procedure for the application for courses is the same as for 1stsemester.
∙ In application for courses, the student shall submit the application for instruction for 

dissertation to the department administration office.
2. Application for instruction for dissertation : Same as in 2ndsemester(2ndsemester~5th 

semester)

◼ 4th semester
1. Application for courses

∙ The procedure for the application for courses is the same as before.
∙ In application for courses, the student shall submit the application for instruction for 

dissertation to the department administration office.
2. General test

∙ The student who gets 36 credits or more is eligible to take the test. (The student who gets 
36 credits including the credits in the applied courses is eligible.)

∙ The student enters the application form using the academic administration program, saves it 
and prints it out before submitting it to the graduate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 Test is conducted on four or more subjects which are selected by the department. 
  (The pass is recognized for each subject.)

3. Submission for preliminary plan for dissertation
∙ The student who passes the foreign language test and general test shall prepare the 



2022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 

- 27 -

preliminary plan for disertation and get the approval of adviser and head professor before 
submitting it to the department office.  

4. Application for instruction for dissertation : Same as in 2ndsemester(2ndsemester~ 
5thsemester)

 
◼ 5th semester

1. Application for courses (within 9 credits)
∙ The procedure for the application for courses is the same as before.
∙ In application for courses, the student shall submit the application for instruction for 

dissertation to the department administration office
2. Application for instruction for dissertation : Same as in 2ndsemester(2ndsemester~ 

5thsemester)

◼ 6th semester
1. Application for courses

∙ In application for courses, the student shall submit the application for instruction for 
dissertation to the department administration office.

2. Open presentation of dissertation
∙ The presentation shall be conducted at the place designated by the department regulation.
∙ The student who passes the presentation is granted with the credit for instruction for 

dissertation from the adviser and submits the result to the graduate school.
∙ If the student does not submit the dissertation after passing the presentation, the open 

presentation is invalidated.
3. Audit of dissertation

∙ The student shall apply for the audit of the dissertation within the designated date and get 
the audit if he/she is eligible to submit the paper.

∙ The student enters the application using the academic administration program, saves it and 
prints it out before submitting it to the graduate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 The following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1) Application for audit of the dissertation for master’s degree (it shall be printed out using 

the academic administration program)
2) Research compliance certificate
3) Recommendation for auditing member
4) Academic journal publication confirmation 
5) Test record for language test (It is limited to the foreign students, TOPIK Grade 4, 

TOEFL iBT 71, PBT 530, CBT 197, IELTS 5.5, and TEPS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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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ubmission of dissertation
∙ The student who passes the audit for dissertation shall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within the date designated by the graduate school.
1) Report on the open presentation
2) Report on the result of audit (1st,2nd,3rd,4thandfinal)
3) Permit for printing
4) 5 copies of dissertations completed to the specification and form for the academic 

dissertations
5) Certificate of online submitting the dissertations and agreement on the use of the 

dissertation

※ Guide on the change in the adviser
∙ If a student wants to change the adviser due to an unavoidable reason, it shall get the 

application form for the change of adviser from the graduate school. As for the cause of the 
change, theadvisers who are old and new advisers shall fill in. Then, the student shall get 
the approval of advisers and submit it the head professor of the department, who in turn 
submit it to the graduate school for the approval of the dean of the graduate school. (See 
Article 12, Paragraph 3 of Regulation on Granting Degree.)

∙ In this case, the student is eligible to submit the dissertation only when he/she gets the  
instruction on the dissertation from new adviser for at least 1 semester.

◉ Appendix
◼ The documents for isuing the alien registration card 

1. Passport, copy of the passport
2. Application form (in immigration office)
3. Color photo (white ground)
4. Certificate of registration form
5. Issuing fee 30,000 won (If you want to order the parcel service, need to pay 3,000 won 
more)
※ A student can issue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from using the certificate issuing machine  

which is located near the student service center, vision tower B.  

◼ Issueing the student ID card
Visit the graduate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Office #102) with one color photo(or the JPG file 
of the color photo) ⇒ fill in the appliction form ⇒ Submit the application form and color photo 
to a staff ⇒ issue a student ID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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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ch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Consultant 
 Tel : 031-750-5669 / E-mail : suechoi@gachon.ac.kr

◉ Foreign Language test & General Test Guidline for International Students
1. Foreign Language Test

a) Qualification for application : A student who completes 1 semester can apply for the foreign 
language test.(Master, Ph.D., Combined Master & Ph.D.)

b) Test day : March, Sepember (Application date : Early of March and August)
c) Test subjects : English (Time : 50 minutes, Pass score : above 60)
   * If a student’s native language is English, he/she may take Korean language test as a 

substitution.)
d) Foreign language test exemption score

- TOFEL ▶ PBT 520 (above CBT 190, iBT 68, TOEIC ▶ above 700)
- TEPS ▶ above 600, IELTS ▶ above 5.5, TOPIK ▶ above grade 5(expiration date : 2 

years)
e) Foreign language test substitution program (One who completes over 1 semester may apply)

- Main contents of the Program : 45 hous TOEIC classes are open 2 items in a year(summer  
& winter) as a foreign language test substitution.

- Pass score : Attendance(above 80%) + Self-TOEIC test + Class quiz = Above average 
grade B (score 80)

- Course open criteria : More than 15 applicants
- Class tuition fee : 300,000 won / per person(applicant pays)
- Management Department : International Language Center

f) Method of application : Credit a designate account ⇒ Academic administration for graduate  
student ⇒ Graduate control ⇒ Thesis / Test control ⇒ Apply for the foreign language test, 
save and print it out ⇒ Submit the printed document to the graduate school office

2. General Test
a) Test date : April, October (Application date : Early of April and October)
b) Qualifications and subjects
■ Master’s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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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cation
- One who passes the foreign language test and obtains more than 24 

credits(average credit above 3.0) or one whose total obtained credits 
and registered credits are more than 24 credits

Number of Subjects - 2 subjects
Pass Criterion - Above score 80(each subject) 

■ Ph.d. course

Qualification
- One who passes the foreign language test and obtains more than 36 

credits(average credit above 3.0) or one whose total obtained credits 
and registered credits are more than 36 credits

Number of Subjects - 4 subjects
Pass Criterion - Above score 80(each subject) 

c) Method of application
Gachon University Home page ⇒ Academic administration ⇒ for graduate student ⇒ Graduate 
control ⇒ Apply for the general test ⇒ Choose subjects ⇒ Save ⇒ print it out and get the 
seal of the adviser and head professor on the printout and credit and account, then submit it to 
the graduate school office.

d) Cancellation
If a student cannot obtain the registered credits in the semester, his/her general test result 
will be failed although he/she passes the general test

    ※ All the scholarship requires above 3.0 average credit per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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研究生院学士流程图
◉ 硕士入学生

◉ 博士入学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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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学硕士连接入学生

◉ 学硕士合并入学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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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硕士课程各学期学事指南
第1学期

1. 选课(9个学分以内)
∙ 通过学事行政系统申请。
∙ 科目不可重复申请。
∙ 网上选课后，打印选课确认书，并要有本人、指导教授、主任教授签字或盖章，然后交给本学科
  助教。

ü 本科和硕士所学专业不同的学生，硕士在学期间，一定要辅修相关科目(选修课)。
   (选修课不计入学分，另行上课)
ü 辅修科目(选修科目)的对象主要是换专业的学生，他们需申请再上课。

2. 申请学生证
∙ 到大学院行政室填写申请书，填写后统一发行学生证。(所需材料：2寸照片一张)
∙ 学生证丢失时，需本人到大学院行政室挂失补办。

3. 选定指导教授导。
∙ 第1学期根据学分要求和学生的专业，由主任教授安排预备指导教授，接受研究指导，从第2个学
  期开始，学生可申请指导教授，经本学科的教授们开会通过，大学院院长承认。

4. 本硕连读课程的学生需要接受论文指导委托和论文指导申请以及论文指导。

第2学期
1. 选课(9个学分以内)

∙ 学分申请与上一学期一致。
∙ 选课时要提交论文指导申请书

2. 外语考试(英语)
∙ 修完1个学期的课程后即有应试资格
∙ 将报名费汇到指定的帐户后，登录学校主页，依次点击学事行政⇒毕业管理⇒外国语考试申
  请保存后打印⇒打印出的单子交给各学科办公室。                                    
  ※若在公认的英语能力考试(TOEFL, TOEIC, TEPS, IELTS)中取得一定水平的成绩(未超过有效 

期)时，可免予参加外国语考试。
3. 论文指导申请  

※论文指导申请从硕士第2个学期开始，每个学期都要申请一次。即硕士从第2个学期起，要接受3次
论文指导，才能成为学位请求论文对象。在学期间，未按期进行论文指导申请者，在最后提交毕业
论文时，不能从网上进行毕业论文审查申请，可能会影响顺利毕业，请务必注意。

第3学期
1. 选课(9个学分以内)

∙ 教科学分申请与上一学期一致。
∙ 选课并提交论文指导申请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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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综合考试
∙ 取得24个或24个学分以上时，才有应试资格。(24个学分中包括当学期所修学分）
∙ 在学事行政中，输入申请内容、保存，打印后交到大学院行政室。
∙ 应试科目为2门，由学科自定。(不及格科目需重考)

3. 提交论文预备计划书
∙ 通过外国语考试和专业综合考试的学生，可登录学校主页，进行请求论文申请，经本人和指
  导教授、主任教授的承认后，向学科办公室提交，学科室予以保管。

4. 论文指导申请
∙ 论文指导申请从硕士第2个学期开始，每个学期都要提交一次。即硕士从第2个学期起，要接受3次论

文指导，才能成为学位请求论文对象。在学期间，未按期进行论文指导申请者，在最后提交毕业论文
时，不能从网上进行毕业论文审查申请，可能会影响顺利毕业，请务必注意。

第4学期
1. 选课(9个学分以内)

∙ 学分申请与上一学期一致。
∙ 已修满24个学分以上，当学期欲提交论文，参加学位论文审查者一定要提交论文指导申请
  书，取得论文指导的分数。

2. 论文公开发表
∙ 欲提交硕士学位请求论文者按学科内规定申请公开发表，选定时间和场所公开发表研究内容。

3. 论文审查
∙ 有提交论文资格者，在指定日期内，申请论文审查，并接受审查。
∙ 在学事行政中，输入申请内容、保存，打印后交到大学院行政室。
∙ 需要提交的材料如下：

1) 学位请求论文审查申请书(进入学事行政系统打印)
2) 审查委员推荐书
3) 研究伦理遵守确认书
4) 外语成绩单(限外国留学生）

4. 提交论文
∙ 论文审查中的合格者在大学院规定时间内需提交以下材料：

1) 审查结果报告书(1审、最终)
2) 印刷许可书
3) 按照学位论文的规格和样式完成的5本论文
4) 网上学位论文提交确认书和使用同意书

指导教授变更指南
因故需变更指导教授时，先从大学院领取指导教授变更申请书，由之前的指导教授和变更后的指导教授亲笔
写上变更缘由，递交学科主任教授，并由其将申请书交至大学院，接受大学院院长的承认。(参照学位授予规
定12条3项) 
变更指导教授的学生，需向变更后的指导教授接受1个学期以上的论文指导才有提交论文的资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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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博士课程
第1学期

1. 选课(9个学分以内)
∙ 通过学事行政系统申请
∙ 选修科目更正仅限于指定更正期间
∙ 相同科目不可重复申请。
∙ 选课后打印选课内容(选课确认书)，确认后一定都要由本人、指导教授、主任教授盖章，
  交给自己专业的助教。
∙ 类似专业和其他专业(特殊专门大学院毕业者)入学者在学期间，一定要辅修相关科目(选修课)。

ü 选修学分不包括在所申请的教科学分内，需另行选定。
ü 选修科目需从大学院硕士课程所开设的硕士科目中申请。

2. 申请学生证
∙ 到大学院行政室填写申请书，填写后统一发行学生证。(所需材料：2寸照片一张)
∙ 学生证丢失时，需本人到大学院行政室挂失补办。

3. 选定指导教授
∙ 第1学期根据学分要求和学生的专业，由主任教授安排预备指导教授，接受研究指导，从第2
  个学期开始，学生可申请指导教授，经本学科的教授们开会通过，大学院院长承认。

第2学期
1. 选课(9个学分以内)

∙ 学分申请与上一学期一致。
∙ 选课的同时要提交论文指导申请书。

2. 论文指导申请
∙ 就读博士课程者从第二个学期开始，每个学期需进行论文申请。即博士课程从第2个学期开
  始(每学期1次)，要进行5次论文申请，才能成为学位论文审查对象。在此期间，未进行论文
  申请者，在最后一个学期毕业时，会影响正常毕业。请注意。

3. 外语考试(英语)
∙ 修完1个学期的课程后即有应试资格
∙ 将报名费汇到指定的帐户后，登录学校主页，依次点击学事行政⇒毕业管理⇒外国语考试申
  请保存后打印⇒打印出的单子交给各学科办公室。                                    
 ※若在公认的英语能力考试(TOEFL, TOEIC, TEPS, IELTS)中取得一定水平的成绩(未超过
   有效期)时，可免予参加外国语考试。

第3学期
1. 选课(9个学分以内)

∙ 学分申请与上一学期一致。
∙ 选课的同时要提交论文指导申请书。

2. 论文指导申请: 与第二学期内容一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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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学期
1. 选课(9个学分以内)

∙ 学分申请与上一学期一致 
∙ 选课的同时要提交论文指导申请书

2. 综合考试(博士课程）
∙ 取得36个学分以上者有应试资格。(加上当学期选修的学分共36个学分时即可。)
∙ 在学事行政中，输入申请内容、保存，打印后交到大学院行政室。
∙ 应试科目由本学科从已修科目中选4门。

3. 提交论文预备计划书
∙ 通过外国语考试和专业考试的学生，可填写论文预备计划书，经本人和指导教授、主任教授的承
  认后，向学科办公室提交，学科室应予以保管。

4. 论文指导申请: 与上一学期内容一致。(2∼5学期)
第5学期

1. 选课(9个学分以内)
∙ 学分申请与上面一致
∙ 选课的同时要提交论文指导申请书。

2. 论文指导申请: 与上一学期内容一致。(2~5学期)
第6学期

1. 选课(9个学分以内)
∙ 学分申请与上面一致
∙ 已修满36个学分以上，当学期要经过学位论文审查，提交论文者一定要提交论文指导申请书，
  取得论文指导学分。

2. 论文指导申请
∙ 论文指导申请与上一学期一致

3. 论文公开发表
∙ 欲提交博士学位请求论文者按学科内规定申请公开发表，选定时间和场所公开发表研究内容。
∙ 通过论文审查者可直接拿到指导教授所给的论文指导学分，并需交到大学院。
∙ 通过公开发表，但未提交论文者，公开发表视为无效。

4.  论文审查
∙ 有提交论文资格者，在指定日期内，申请论文审查，并接受审查。
∙ 在学事行政中，输入申请内容、保存，打印后交到大学院行政室。
∙ 需要提交的材料如下：

1) 学位请求论文审查申请书(进入学事行政系统打印)
2) 审查委员推荐书                       
3) 研究伦理遵守确认书
4）学术刊物刊登确认书                  
5）外语成绩单(限外国留学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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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提交论文
∙ 论文审查中的合格者在大学院规定时间内需提交以下材料：

1) 审查结果报告书(1审、2审、最终)
2) 印刷许可书
3) 公开发表结果报告书
4) 按照学位论文的规格和样式完成的5本论文
5) 网上学位论文提交确认书和使用同意书

◼指导教授变更指南
因故需变更指导教授时，先从大学院领取指导教授变更申请书，由之前的指导教授和变更后的指导教授亲笔
写上变更缘由，递交学科主任教授，并由其将申请书交至大学院，接受大学院院长的承认。(参照学位授予规
定12条3项)
变更指导教授的学生，需向变更后的指导教授接受1个学期以上的论文指导后，才有提交论文的资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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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유학생 생활 안내

◉ 출입국 정보 안내
※ http://www.hikorea.go.kr에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체류관리
가. 체류 일반사항

1) 외국인등록
•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자는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여권, 컬러반명함판 사진 1장, 수수료 2만원
 - 신청서(별지34호 통합서식)
※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14일 이내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함.

- 여권, 컬러반명함판 사진 1장, 분실사유서
- 신청서(별지34호 통합서식)

2) 체류지 변경신고
•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 체류지 시・군・구청 또는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입증서류
 - 신청서(별지34호 통합서식)

3) 외국인등록증 반납
• 체류허가기간 내 재입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국하는 공・항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

증을 반납하여야 함.

4) 재입국허가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일시 귀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하기 전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
리사무소 또는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하고 재입국 허가기
간 내에 입국하여야 함
• 재입국허가 기간은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하며 재입국허가기간 내 수회 출입국할 수 있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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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재입국허가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함
•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별지34호 통합서식)
•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 내 입국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외 

공관장 재량으로 60일까지 재입국허가기간 연장이 가능함
• 만일 부주의 등으로 재입국허가 기간을 넘겼을 경우에는 다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보통 체류기간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입인지 6만원, 
 - 신청서(별지34호 통합서식)
 - 재학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또는 장학금수혜증명서), 성적증명서
 - 재정입증 서류 면제(단, C학점 미만자는 제출)
 -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기간연장 허가의 제한
   다음의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 학비 등 체제비를 국내 취업활동으로 조달하려는 외국인
 - 학업보다 취업활동을 주로 하는 외국인
 - 수업부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휴학한 외국인(가사휴학 불인정)
 -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외국인
   단,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 휴학생의 경우 신입학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다.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해당 체류자격과 병행하여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

를 받아야 함

1) 대상
지도교수(전임강사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한 학기 이상 수학과정을 마친 자
※ 다른 체류자격에서 유학(D-2)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자는 시간제취업허가 시 체류자격 변

경 직전의 어학연수 또는 체류기간을 정규학위과정 이수기간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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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용범위

 취업 허용시간 및 기간
 - 학기 중 주당 30시간 이내(단, 공휴일(토요일포함) 및 방학 중 무제한)
 - 원 아르바이트 장소 등 2개 장소(근무처)로 한정
 -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1년간 허용(계속 연장가능)
   ※ 학교에 학기등록을 계속하는 경우

• 취업 허용분야
-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종
-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직종
- 취업분야가 아닌 그 밖의 단순노무 분야
  (단, 각 분야의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사설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회화 강사요건을 갖춘 자)
  ※ 단,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불허

3)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신청서(별지34호 통합서식)
 - 수수료 1만원
 - 재학증명서
 - 지도교수 추천서(양식 붙임)

• 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 조건 위반자 처리
- 1차 위반시 : 통고처분 후 향후 1년간 시간제 취업 불허
- 2차 위반시 : 통고처분 후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 3차 위반시 : 통고처분 후 유학자격 취소
※ 단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거나 전업형태로 취업하다 적발 된 경우는 일반 불법취

업자 처벌 기준에 따라 처리

• 기타사항
허가기간 내에 고용주를 달리하여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장소를 옮길 경우에도 새로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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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migration Information
※ Visit http://www.hikorea.go.kr for more information.

 1. About Stay
a. General Information on Stay

1) Foreigner Registration
• Foreigners staying over 90 days from the entry date shall have foreigner registration at 

Korea Immigration Service in your area or local office. 
• Required Documents
 - passport, 3x4 size colored photo (1), fee (20,000 Won)
 - application form (appendix 34)
       ※ In case you have lost the alien card, please apply for re-issuance within 14 days. 
         - Passport, 3x4 size colored photo (1), loss statement
         - Application form (appendix 34)

2) Registration of Change in Residence 
• The registered foreigners who moved one’s residence shall register change in residence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moving-in at the City Hall/District Office/Gu Office or to 
Korea Immigration Service (local office) in the new residence area.

• Required Documents
 - passport, alien card, residence proof document
 - application form (appendix 34)

3) Alien Card Return
• If one has no plan of re-entering the country within the allowed period, one shall return 

alien card to immigration staff at the airport or port. 

4) Re-entry approval
Within the allowed period, if one wishes to depart and re-enter the country again, one should 
receive re-entry permit before the departure at local Korea Immigration Service office or 
Immigration office at airport or port on the date of departure. One should re-enter the country 
within the permitted period. 
• Re-entry period is approved within the allowed period stay. For multiple re-entry permit 

which allows one to depart and re-enter the country for many times, it can only be 
processed at Korea Immigration Service in one’s location. 

http://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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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ed Documents
 - passport, alien card
 - application form (appendix 34)
• If one cannot re-enter the country within the permitted period after departure due to 

unavoidable reasons, one can extend the re-entry period up to 60 days at discretion of the 
head of a diplomatic mission abroad. 

• If missed the re-entry period due to reasons such as one’s negligence, one can only enter 
the country by issuing the Visa again. 

b. Extension of Stay
Extension of stay can be processed at Korea Immigration Service Seoul Office from 2 months 
before the Visa expiration date to the expiration date. 

• Required Documents
 - passport, alien card, 60,000 Won tax stamp 
 - application form (appendix 34)
 - certificate of attendance, tuition fee payment receipt (or scholarship receipt), transcript
 - exemption of financial status proof document(except students below C score)
 - residence proof document

• Restriction on extension of stay Extension of stay for the following reasons may be 
restricted;

 - Trying to earn stay fee such as school fee from working in Korea. 
 - Purpose of stay is to find a job rather than studying.
 - International students on leave due to lack of attendance or any other personal reasons 

(parental leave disapproved) International students who have stopped the school
   (ex. due to not enough course credit)
   However, exceptional approval for extension of stay is made for those who are considered 

to have unavoidable reasons such as disease, accident, etc. 
※ Students on leave shall apply for the Visa in the same process for the new students. 

c. Activity Permit Except Stay Qualification
If one wishes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other than permitted by one’s stay qualification, one 
shall apply for permit at local Korea Immigration Service in advance. 

1) Requirement
Students who have recommendation from supervisor (above full-time lecturer) and completed 
at least one academic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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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ose who have changed from another stay qualification to overseas study (D-2) 
qualification, when they require part-time employment, their language study period before 
the change in stay qualification or period stay are considered as regular academic period. 

2) Allowance
 Allowed Working Hour and Period
 - Less than 30 hours every week during the school term  
   (no limit during official holidays (including Saturday) and vacation)
 - Limited to maximum 2 different places for part-time job
 - Allowed for 1 year within the permitted stay period (this can be extended continuously)
   ※ If continuously registers school terms at school
• Allowed Work Field

- Field that is recognized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major
- Work that is socially accepted to be done by students in general
- Work other than one is employed for.
  (But one should have qualifications defined by the related field regulations)
- Foreign language instructions in educational institution such as private institution, etc 

(shall be qualified for speaking lecturer)
※ But personal tutoring is not allowed.

3) Required Documents
 - passport, alien card, application form (appendix 34)
 - fee (10,000 Won)
 - certificate of attendance
 - recommendation letter by supervisor (form attached)

• Penalty of international students who violated regulations for part-time job permit
- 1st violation: no permission for working part-time job for 1 year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 2nd violation: no permission for working part-time job during the study period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 3rd violation: disqualification from studying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 If found from working without part-time working permit or employment in full-time 

condition, illegal employment regulations are applied. 
• Others

In case of moving the location of part-time job by changing the employer during the permit 
period, one shall apply for approval of activity permit except stay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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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入境相关信息说明
※详细信息可在 http://www.hikorea.go.kr 网站上查询

1. 滞留管理
甲. 滞留一般事项

1) 外国人登录
• 自入境日起，需要滞留90天以上的人员,需要在滞留地所在的出入境管理所或者办事处
  进行外国人登录.
• 申请所需材料

  
 - 护照, 彩色2寸照片1张, 手续费2万韩币
 - 申请书(参见34号附件 综合样式)

※ 外国人登陆证遗失时, 需在14天内申请补办.
- 护照, 彩色2寸照片(35mm×45mm) 1张, 遗失事由书
- 申请书 (34号附件 综合样式)

2) 滞留地变更申请
• 已登录外国人滞留地变更时, 需要在迁入后14日以内到新的滞留地所在的市,郡,区厅或是新
  的滞留地受管辖的出入境管理所(办事处)进行滞留地变更申请.
• 申请所需材料

  
 - 护照, 外国人登陆证, 滞留地证明材料
 - 申请书 (34号附件 综合样式)

3) 外国人登陆证的退还
• 滞留许可期限内不再入境的情况, 出境时需将外国人登陆证退还给出境机场或港口处的出入境  
  公务人员.

4) 再入境许可
滞留许可期限范围内需要暂时回国再入境的情况, 需在出境之前到滞留地受管辖的出入境管理所
或者出境当日到出境机场或港口处的出入境管理所申请再入境许可, 并需在再入境许可规定的时
间范围内入境. 

http://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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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再入境的许可时间在滞留许可期限范围内, 在再入境许可期限范围内可以进行多次出入境的多  
  次再入境许可只能到滞留地受管辖的出入境管理所申请办理. 
• 申请所需材料

  
 - 护照, 外国人登陆证
 - 申请书(34号附件 综合样式)

• 出境后, 由于不得已的原因, 无法在再入境许可期限内入境的情况, 需在滞留许可期限内到驻  
  外大韩民国大使馆或领事馆进行再入境许可延长, 可以延长的再入境许可时间为60天. 
• 如果由于疏忽超过再入境许可期限范围的情况, 需要重新办理签证方可入境.

乙. 滞留期间延长许可
滞留期间延长申请, 一般应在滞留期截止日2个月前至截止当日的期间内到首尔出入境管理所进
行申请.
• 申请所需材料

 - 护照, 外国人登陆证, 印花税票6万韩币, 
 - 申请书(34号附件 综合样式)
 - 在学证明, 学费缴纳证明(或奖学金优惠证明), 成绩证明书
 - 财政证明材料无需提交(但是不足C学分者需提交)
 - 滞留地证明材料

• 滞留许可延长的相关限制条件
  存在以下情况的滞留许可延长会受到限制
   

 - 想要通过在境内就业筹集学费的外国人
 - 比起学业更加注重就业的外国人
 - 不上课,以个人原因休学的外国人(不符合规定的休学不予以认可)
 - 以达不到学分为由中断学业的外国人但如果是由于疾病,事故等不得已的原因需要中断学  
   业的可以例外,将允许进行滞留期间延长

※ 休学学生跟新入学学生取得签证的流程一致.

丙. 滞留资格以外的活动许可
   想要进行相关滞留资格以外的活动, 需要提前到出入境管理所进行申请并得到许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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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对象
受到教授(专职讲师以上)的推荐,并修完1个学期的课程者 
※ 由其他滞留资格转换为留学(D-2)资格滞留者, 时间制工作就业许可时, 滞留资格变更之前的
语学研修或是滞留期间都将被看作是正规学位进修期间

2) 允许范围

 

 就业允许的时间与期间
 - 学期内每周30小时以内(但是公休日(包含周六) 以及放假期间无限制)
 - 只允许包括原来打工场所在内的2个场所(岗位)
 - 滞留期间内允许时间为1年(可进行持续延长)
   ※ 在学校的学期登录不间断的情况下方可

• 允许就业领域
- 被认定与专业科目有密切关联的职种
- 社会观念上一般学生能做的范围内的职种 
- 不属于就业范围的其它的单纯劳务领域
  (但是, 需要符合该当领域相关规定的法定资格
- 在社区学院等教育机构进行外语会话指导(符合会话讲师要求者)
  ※ 但是不允许个人课外补习授课行为

3) 申请所需材料

 

 - 护照以及外国人登陆证, 申请书(34号附件综合样式)
 - 外国人留学生时间制就业确认书
 - 成绩单
 - 事业者登陆证复印件(公司）
 - 标准劳动合同书

• 留学生时间制就业许可条件违反者处理如下
- 第一次违反时 : 通报处分后1年内不允许进行时间制就业
- 第二次违反时 : 通报处分后留学期间内不允许进行时间制就业
- 第三次违反时 : 通报处分后取消留学资格
※但是如果在没有得到时间制就业许可的情况下就业或者专注于就业被发现时,将按照一般    
 不法就业者的处罚标准予以处理 

• 其它事项
  许可期间内雇主变更以及时间制就业(小时工)场所变更时,需要重新进行滞留资格外活        
  动许可申请并得到许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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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자료
대학원생 기별 체크사항 리스트
학사관리는 학생이 학사안내문(요람, 본대학원 인터넷 게시판 등)을 참조하여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
에 따라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학사안내문에서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소속
학과 조교실 또는 대학원 행정실에 문의하여 의문사항을 확인한 후 학사관리를 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의 체크사항 리스트를 참조하여 학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http://www.gachon.ac.kr/major2/ilban/main/index.jsp(가천대학원 홈페이지)
 ◎ http//www.gachon.ac.kr(가천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원 → 일반대학원 →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학원 행정실 : 031-750-5021~4, 5669   

◎ 대학원 석사(4차) / 박사(6차) 주요학사일정
주요학사일정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수강신청
 * 2월, 8월중으로 매학기 시작 전 
 * 가천대학교 홈페이지 학사행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수강 신청
 * 졸업이수학점 :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선수과목 취득학점 제외)

등록, 휴ㆍ복학  * 2월, 8월중으로 매학기 시작 전(단, 등록휴학은 학기 시작 후에도 가능)
 * 휴학기간 : 재학기간 중 석사2년, 박사3년으로 제한(군휴학 제외)

논문지도신청
 * 논문지도교수 선정
 * 개강 초(3월,9월) 매학기 논문지도 신청을 하여야한다. 
 * 석ㆍ박사 모두 1학기부터 시작하여 석사는 3회(4차까지), 박사는 5회(6차까지) 이상 

논문지도 신청을 받아야 졸업
    논문 제출 자격 부여(필히, 매학기 1회씩 받아야 한다.) 

외국어시험
접수, 전형일

 * 석사 : 1학기 이상 이수학생
 * 박사 : 1학기 이상 이수학생
 * 3월, 9월중 시행

종합시험
접수, 전형일

 * 석ㆍ박사 공히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석사 : 24학점 이상(평점3.0 이상)취득한자,
   박사 : 36학점 이상(평점3.0 이상)취득한자 
 * 4월, 10월중 시행

청구논문심사
석사 4차 박사 6차

 * 청구논문 심사 시 기수료자가 청구논문을 재신청할 시에는 당해 학기 초 논문지도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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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조교 전화(031-750-****)
계열 학과명 조교실

인문·
사회

국어국문학과 5124
영어영문학과 5134

동양어문학과 한·중번역전공 5164
한일비교문화컨텐츠전공 5531

법학과 5243
지역개발학과 5589행정학과
경찰안보학과 8810

언론영상광고학과 5262
글로벌경제학과 5204

경영학과 5534
회계·세무학과 4736
관광경영학과 5214
사회복지학과 5964
유아교육학과 8718

보건정책·관리학과 5372
교육학과 5123

응용통계학과 5393

자연과학
금융수학과 5394

식품영양학과 5974
의상학과 5954

공학

게임영상공학과
건축학과(건축, 건축공학, 실내건축) 5304 / 5837 / 5379

기계공학과 5532
도시계획학과
산업공학과 5374

설비·소방공학과 소방방재공학전공 8748
설비공학전공 5314

식품생명공학과 5384
신소재공학과 5879
인공지능학과

조경학과 5294
토목환경공학과 5344

바이오나노융합학과)나노융합전공 8757
IT융합학과)컴퓨터공학전공 5494

AI소프트웨어학과 8668



정보보호학과
차세대스마트에너지시스템융합학과 8642

융합

나노과학기술융합학과)나노물리학전공 8862
나노과학기술융합학과)나노화학전공 8796
나노과학기술융합학과)생명과학전공 8573
나노과학기술융합학과)에너지IT전공 8887
나노과학기술융합학과)전기공학전공 5354
나노과학기술융합학과)전자공학전공 5324
나노과학기술융합학과)화공생명공학전공 8838

의학 한의학과 5493

예능

회화과 5864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전공 5533

시각디자인전공 5874
조소과 5939

음악학과 5890
체육학과 5323

공연예술학과 8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