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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집전공

II. 전형일정           ※ 전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구   분 일시 비고

원 서 접 수   2017.11.27.(월)~12.22.(금)  · 인터넷접수 (http://www.uwayapply.com) 

서 류 제 출 
(방문 또는 등기우편)

  2017.11.27.(월)~12.27.(수) 
 · 방문은 12. 27.(수) 17:00까지
 · 우편 마감은 12.27.(수) 소인분까지

면접 및 구술고사   2018.01.03.(수) 10:00 예정  · 시간, 장소는 개별 공지

합격자 발표   2018.01.11.(목) 11:00 예정  · 홈페이지 (http://gsis.donga.ac.kr)

합격자 등록   2018.01.31.(수)~02.02.(금) 예정  · 별도 공지

학기 시작   2018.03.01.(목)

III. 지원자격

  1. 국적기준    

§ 부모 모두 외국인인 학생으로서 아래의 학력 및 어학능력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 국내 거주 대만 화교학생은 부 또는 모 한쪽의 국적이 한국인일 경우에도 인정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 복수 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국 법령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을 인정

  2. 학력기준    

학위과정 지  원  자  격

석사
§ 국·내외 4년제 대학졸업자 및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8년 2월 취득예정자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모집과정 학과 전공

석사
국제학과

§ 글로벌 통상금융  
§ 글로벌 다문화
§ 글로벌 한국학박사

http://www.uwayapp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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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학능력기준 : 아래 기준 이상의 어학성적을 보유한 자    

 ※ 어학성적표 제출 면제    
    -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영어로 중등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영어로 이수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어학성적 소지자는 어학 성적표를 제출)

    - 면접을 통하여 최종 합격 결정

IV. 전형방법 

   가. 서류심사 및 전공구술고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함

   나. 단, 해외체류자의 경우 전화, 화상통화, E-mail 등에 의하여 전공구술고사 실시 가능

V. 전형료

구  분 금  액(원) 결제방법

전형료
석사 50,000원 (USD 50) 

  신용카드, 휴대폰,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박사 60,000원 (USD 60)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

【전형료 결제 전 유의사항】
 ※ 원서 접수 후 취소 및 전형료 환불 불가 
 
【해외 직접 송금시】 
 Bank : Busan Bank, Foreign Business Department
 Bank Address : 259-4 Bujeon 1-dong, Busanjin-gu, Busan, Korea
 SWIFT Code : PUSBKR2P
 Holder : Dong-A University
 Account No. : 113-2004-1422-08

TOPIK
TOEFL

TEPS IELTS 비고
PBT CBT iBT

3급 이상 400  97 32 400 3.0 택 1하여 하나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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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제출서류 

(M= 석사과정, D= 박사과정, O= 필수, X= 해당없음, △= 해당자 )
No Documents M D Remarks

1 입학원서 O O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수험표, 사진대장 출력
- 입학원서, 수험표, 사진대장에 사진(3*4cm) 1매 각각 부착

2 자기소개서 O O -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서명 (양식 2)

3 학적조회 동의서 O O -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  (양식 3)

4 학사학위(예정)증명서 O O - 졸업(예정)증명서 (서류제출 유의사항 ‘라’ 참조)

5 석사학위(예정)증명서 X O - 서류제출 유의사항 ‘라’ 참조

6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O O -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된 원본 또는 공증본으로 제출

7 석사과정 전 학년 
성적증명서 X O -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된 원본 또는 공증본으로 제출

8 어학능력 입증서류 O O - 한국어 또는 영어능력 입증 서류

9 부모·학생 관계증명서 O O - 지원자의 본국 정부에서 발행 (원본 및 번역본)
- 중국인 지원자는 (서류제출 유의사항 ‘마’ 참조)

10 본국 신분증 사본 O O - 본인 및 부모의 신분증 각 1부(국적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모·학생 관계증명서에 나와 있는 경우 생략 가능

11 여권 사본 O O - 본인의 여권

12 외국인등록증 사본 △ △ - 외국인등록증 앞/뒷면으로 복사하여 제출
- 소지자에 한함

13 체재비 입증서류 O O - 재정보증인 또는 본인의 USD 18,000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은행 예금잔고증명서(1개월 이상 계속 예치)

14 연구실적목록 및 
실적물 △ △ - 해당자만 제출 (양식 4)

15 연구계획서 X O - 박사과정 지원자만 제출 (양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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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유의사항】

가. 서류는 원본 제출(여권 및 신분증은 사본제출). 단, 발급기관에서 확인한 경우는 원본으로 

인정

나. 자기소개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만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본인이 아닌 다

른 사람이 작성할 경우 불합격 처리

다. 제출서류 중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라. 지원자의 학력/학위 입증 서류는 반드시 해당 확인서를 서류제출 시 제출할 것

    ① 아포스티유 협약국 : 아포스티유 확인서(학교 소재국 지정기관)

    ②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 영사확인 (학교 소재국 영사관)

    ③ 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력·학위 등 인증보고서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 中國高等敎育學歷査詢報告 (http://www.chsi.com.cn) 또는 

           - 敎育部學位與硏究生敎育發展中心 (http://www.cdgdc.edu.cn) 

마. 중국인 지원자의 경우 아래 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함

    ① 호구부 사본(본인과 부모관계가 한 호구부 상에 있을 경우)

    ② 부모·학생의 공증된 친족관계증명서 원본 

바. 영문성명과 생년월일은 여권(passport)의 기재사항과 일치해야 함

사. 제출서류 이외에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국제전문대학

원의 판단에 의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아. 제출기한 : 2017. 11. 27.(월) ~ 12. 27.(수) 17:00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졸업예정자로 제출 마감일까지 학력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전문대학원으로 별도 연락

    ③ 신규 사증 신청 및 변경이 필요한 학생은 합격자 발표일까지 해당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서류제출처】
   

  우)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부민동 2가)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9층 901호 국제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 입학담당자 앞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fice,  Dong-A University

  225 Gudeok-ro, Seo-gu (Bumin-dong 2-ga), Busan, 49236, Korea

§ 지원자가 제출한 ‘학력조회동의서’를 바탕으로 최종출신학교에 대해 학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학력조회가 미회신되는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http://www.chsi.com.cn
http://www.cdgdc.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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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장학제도 및 혜택

  1. 장학금    

  ▶ 외국인 장학금

  ▶ BK21플러스 국제통상분쟁조정전문가 양성사업단 연구장학생

   ※ 자격요건 등 상세사항은 BK21플러스 사업단 홈페이지 참조 http://bk21donga.donga.ac.kr

   
  2. 기타 특전    

      - 국내·외 한국기업 및 해외기업 취업 지원

      - 정부 · 기업 연계 프로젝트 참여

      - 글로벌 한국학 전공자는 해외 한국학 개설 대학 파견 지원

      - 석사과정 논문 / 무논문 학위제도 운영 

VIII.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합격자 발표 : 2018. 01. 11.(Thu) 11:00 예정, 국제전문대학원 홈페이지(gsis.donga.ac.kr)

  2. 등록기간 : 2018. 01. 31.(Wed) ~ 02. 02.(Fri) 예정, 부산은행 전국 각 지점

     ※ 가상계좌로의 등록금 납부는 은행 영업시간(09:00~16:00)에만 가능함

대상 장학금 신청자격 지원사항

석사 월 60만원
ü 국제전문대학원 소속 전일제 학생 신청 가능

ü 4대 보험 미가입자 신청 가능 Ÿ 학술대회 및 논문발표 

Ÿ 학술지 논문 게재

Ÿ 해외석학·전문가 초청특강
박사 월 100만원

종류 감면율 지급조건

외국인
장학금 A

수업료의 70%
아래 어학성적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TOEFL(PBT 600, CBT 250, IBT 

100) 이상, TEPS 600 이상, IELTS 6.5 이상

외국인
장학금 B

수업료의 50%
아래 어학성적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TOEFL(PBT 550, CBT 213, IBT 80) 

이상, TEPS 550 이상, IELTS 5.5 이상

2017학년도 2학기 연구장학생 총 18명

 - 한국 6명, 중국 9명, 기타 국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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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지원자 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반드시 본 모집요강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원서접수 및 전형에 착오가 없

도록 해야 하며, 또한 본 대학교가 정한 소정의 전형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지원자의 착

오 및 전형절차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원서접수취소, 시험응시불허, 

불합격 및 합격취소 등)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전형성적 및 평가내용

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서의 허위기재, 전형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

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지원서의 허위기재, 전형서

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경우는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

습니다.

   다. 접수 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마. 본 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타 대학교에 이중등록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계법에 따라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바. 지원 자격에 적합한 지원자라도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연락 가능한 연락처와 E-mail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거나 지원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 본 요강에 대해서는 한국어 요강이 기본이며 기타 언어로 변역되어 의미상 내용이 상이

      할 경우 한국어 모집 요강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기타 전형에 관한 모든 심의 및 평가에 따른 사항은 본 대학교에서 결정합니다.

   차. 해외 체류자의 경우 본 전형에 합격한 후 학기 시작일까지 비자 취득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동아대학교 대학원 외국인전형 모집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본 대학원에 있으며 기타 

   유학원이나 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동아대학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X. 연락처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

 TEL: +82-51-200-8402          FAX: +82-51-200-8405         http://gsis.donga.ac.kr   

 우)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부민동 2가)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9층 901호

 업무시간 : 월~금, 09:00-17:00   

http://welfare.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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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이용   

       지하철 1호선 ‘토성역’ 2번 출구 ‘아미우체국’ 방향 도보 5분

     》 버스 이용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하차

 ☞ 일반버스 : 15, 16, 40, 70, 81, 123, 126, 161, 190
 ☞ 좌석버스 : 1001 (서대시장에서 하차하여 일반버스로 환승)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국제전문대학원 (종합강의동 9층 90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