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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모집전공

학  과 전  공 모집과정 학위명

국제학과 § 융합교육 박사 국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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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지원자격
  1. 국적 기준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으로 아래의 학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 복수국적자 및 무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국 법령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을 인정함

  2. 학력 기준 

구분 자격요건

박사과정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또는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Ⅳ. 전형방법 및 입학서류 접수방법
   1. 서류심사 및 전공구술고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2. 단, 해외체류자의 경우, 전화, 화상통화, 또는 E-mail 등에 의하여 전공구술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내    용 일    시 비    고

입학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2021.06.28.(월) ~ 2021.07.06.(화) 15:00 국제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 방문 혹은 우편접수

전공구술고사실시 2021.07.16.(금) 11: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1.07.23.(금) 14:00 예정 합격자 별도 공지

등록금 납부 2021.08.02.(월) ~ 2021.08.0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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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출서류

구  분 세부사항 형태 양식

입학지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원본

자기소개서         〃 원본 1

수학계획서         〃 원본 2

사진 1장(3cm × 4cm) 입학원서에 부착하여 제출 원본

여권 사본 본인의 여권 사본

학사 학위 증명서 1) 중국교육부 학위 인증 보고서 출력본(www.cdgdc.edu.cn) 및

2) 학위증 및 졸업증명서 사본 (학위증 및 졸업증명서 둘 다 제출 필수, 둘 중 
하나만 발급되는 학교의 경우 지원 불가)

인증본
석사 학위 증명서

학사 성적증명서 ※ 영어 또는 한국어로 된 원본 또는 공증본
※ 편입생은 편입 전 성적증명서도 제출

공증본
석사 성적증명서

학적조회 동의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 원본 3

부모·학생 관계증명서
부모학생 한 호구에 있을 경우 호구부 사본 제출, 다른 호구에 있을 경우 친
족관계증명서 원본 및 공증본 제출

공증본

부모 신분증 거민증 사본 사본

체재비 입증서류 USD 18,000 해당하는 금액의 은행예금잔고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재정보증확인서 본인 외 재정보증인의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제출 원본 4

연구실적목록 및 실적물 해당자만 제출 원본 5

지원승인서 해당자만 제출 원본 6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순으로 서류 취합하여 제출 원본 7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재발급이 어려운 원본은 인증본 또는 공증본으로 제출

 나. 자기소개서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할 경우 불합격 처리

 다. 제출서류 중 한국어 또는 영어 외의 외국어로 된 서류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받은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라. 학력/학위 입증 서류

<중국 외 학위 취득자> 

- 아포스티유 협약국 : 아포스티유 확인서(학교 소재국 지정기관)

-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 영사인증(학교 소재국 영사관)

<중국 내 학위 취득자> 

1) 중국교육부 학위 인증 보고서 출력본(www.cdgdc.edu.cn) 및 2) 학위증 및 졸업증명서 공증본

※ 학교에 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비자신청을 위한 서류는 본인이 추가로 준비할 것

※ 졸업 예정으로 합격한 학생은 추후 학기 시작전까지 학위증 제출(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 연락)

※ 지원자가 제출한 ‘학력조회동의서’를 바탕으로 최종출신학교에 대해 학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     

로 학력조회가 미회신되는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http://www.cdgdc.edu.cn
http://www.cdgdc.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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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된 원본 또는 공증본으로 제출할 것(원어 성적증명서 사본 첨부)

 ※ 성적 증명서에 CGPA 또는 백분율 중 하나 이상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환산표에 나와 있지 않은 구간의 성적이거나, GPA 만점이 나와 있지 않거나, 성적표에 최종 성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전적 대학으로부터 성적 백분율이 나와 있는 공식 문서를 발급받아 제출 가능

 - 학교의 공식 문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성적 변환 사이트(www.wes.org)에서 변환하여 제출 결과를 제출

※ 편입생은 편입 전 성적증명서도 제출

바. 체재비 입증서류

※ 국내 체류자는 국내 은행 잔고증명서 제출

※ 재정보증인의 서류 제출 시 재정보증인의 수입 및 재직증명서, 재정보증 확인서 추가 제출

   (출신 국가에 따라 제출 서류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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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출서류 이외에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국제전문대학원의 판단에 의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자. 제출장소 :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우편 또는 방문제출) 

국문 주소 영문 주소

우)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49236)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Dong-A University, 225 Gudeok-ro Seo-gu, Busan, 

Korea

 차. 제출기한 : 2021.07.08.(목)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규 사증 신청 필요한 학생은 합격자 발표일까지 해당 서류 제출 완료하여야 함

      (졸업예정자로 제출 마감일까지 학력서류 인증본 제출 어려운 자는 국제전문대학원로 별도 연락바람)

    - 지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후에는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도착 여부를 확인할 것

 타. 입학 지원 서류 외 추가되는 사증 신청 및 비자 변경을 위한 서류는 본인이 별도로 준비해야 함 

Ⅵ. 수험생 유의사항
   1. 지원자는 반드시 본 모집요강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원서접수 및 전형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하며, 또

한 본 대학교가 정한 소정의 전형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지원자의 착오 및 전형절차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원서접수취소, 전공구술고사 응시불허, 불합격 및 합격취소 등)에 대하여는 본교에

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전형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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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서접수 기간 마감 이후 지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지원바랍니다. 

   4. 인터넷 접수 및 전형료 납부하였더라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구비 서류 전체 혹은 일부 미제출자는 학과 

평가를 거치지 않고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5.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

은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6. 본 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타 대학교에 이중등록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계법에 따라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7. 지원 자격에 적합한 지원자라도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전형에 관한 모든 공지 사항은 본교 국제전문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전공구술 실시 등의 경

우 연락 가능한 연락처와 E-mail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거나 지원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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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본 요강에 대해서는 한국어 요강이 기본이며 기타 언어로 변역되어 의미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한국어   

모집 요강을 원칙으로 합니다. 

   10.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이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고 학적을 말소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교 및 타 대학교에서 아래의 사유로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우리   

대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대리면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작성, 위·변조 등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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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본 전형에 합격한 후 학기 시작일까지 비자 취득 및 변경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학기 시작 전까지 비자 

취득 및 변경을 하지 못할 경우, 본교에서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3.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 불가

※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외국인전형 모집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본 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에 있으며 기

타 유학원이나 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동아대학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서류 도착 등 신청 상태/ 결과 등에 관한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Ⅶ.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합격자 발표 : 2021.07.23.(금) 14:00,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홈페이지(gsis.donga.ac.kr)

   2. 등록기간 : 2021.08.2.(월) ~ 2021.08.04.(수)

   3. 등록금 납부 방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Ⅷ. 전형료 및 등록금
   1. 전형료: 2021.07.08.(목) 15:00까지 납부

      가. 금액: 60,000원

      나. 납부방법: 방문납부 혹은 우편납부

         (해외송금 희망하는 경우 국제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로 별도 연락)

※ 전형료 납부 기준으로 입학 지원이 확인되니 해외 송금 등으로 기간 내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제전문대

학원 행정지원실로 별도 연락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이 원서 접수일 내 전형료 미납부 시 서류 제출하더라도 원서 접수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이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도 반환되지 않으며 초과 납부된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2. 등록금

    가. 금액

     

과정 입학금 수업료 합계 비고

박사 692,000원 3,966,000원   4,658,000원

    나. 등록금 납부방법 : 합격자에게 별도 공지 예정

       ※ 등록금은 2021학년도 전기 기준 금액임

       ※ 별도 장학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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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기타 안내

  1. 유학생 숙소

     가. 학교 기숙사

      - 시설: 침대, 책상, 의자, 옷장 등 

      - 비용: 6개월 1,400,000원 내외(식비 불포함)

     나. 임대 숙소(본인 직접 연락)

      - 부동산 중개인 등을 통해 외부에서 숙소를 찾을 수 있으며 임대 숙소 비용은 본인이 선택한 숙소 유형에 

따라 다름

    ※ 학교 기숙사는 입학 지원 시 기숙사 신청을 클릭한 지원자에 한해 국제전문대학원에서 선발하여 배정. 

    ※ 입사가능여부는 개별 통보하며 지원자의 학과가 속한 캠퍼스 내가 아닌 다른 캠퍼스로 배정될 수 있음

    ※ 기숙사비 입금 후 입사 취소자는 취소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음. 취소 수수료는 신청 시기에 따라 상이하

니, 따로 연락하여 확인할 것

    ※ 상기 금액은 2021학년도 전기 기숙사비 기준이며, 2021학년도 후기 기숙사비 책정 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

음

  2. 유학생 보험

   - 유학기간 중, 예상치 못한 질병, 상해, 사망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유학생 전원 의무가입

   - 2021년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 당연 가입 

   - 합격자에 한해 추후 보험 가입에 대해 별도 안내 예정

  3. 합격자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및 비자 신청 안내: 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4. 학번 안내 및 수강신청

  - 국제전문대학원(gsis.donga.ac.kr) 홈페이지에 공지

Ⅹ. 연락처  
   1. 국제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

     가. 전화 : +82-51-200-8401~8403

     나. 이메일: jykim1013@dau.ac.kr 

     다. 홈페이지 : http://gsis.donga.ac.kr 

     라. 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 우) 49236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 동아대학교는 대학 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학교정보 등 입학원서와 서식에 관한 일체 사항

※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의 입학, 학사, 장학 및 통계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단, 필요에 의하여 보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mailto:jykim1013@dau.ac.kr
http://gsis.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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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1]

자기소개서(Personal Statement)
    성    명(Name) :     지원학과(부)(Department) :

※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Personal Statement must be done by the applicant 
※ Please use Korean or English only 
※ Applicant must sigh on the form

1. 성장 및 교육과정(Personal/Education background)

2. 지원동기(Purpose of application)

이름 Name  :                                 (서명)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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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2]

※If necessary, use additional sheets of paper and attach to this page.

Study Plan

DONG-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Doctoral Program

Major

Name Signature

ㆍWrite a brief statement describing your previous academic and professional experience.
ㆍState briefly your purpose in studying in this graduate program.
ㆍDescribe your plans for the graduate study(at Dong-A) and your career plans.
※ Leave a blank line between each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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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3]

`

DONG-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225 Gudeok-ro, Seo-gu(Bumin-dong 2-ga), Busan, 49236, KOREA
TEL : (82+51)200-8402  FAX : (82+51)200-8405  E-mail : gsis@dau.ac.kr

*Date :        .      .     .  

*School Name:                                                     

*Address:                                                                      

*Zip Code :              *Phone :                       *Fax :                

Subject : Requesting Student Information
To whom it may concern :

*                        has been admitted to Dong-A Univ. The documents s/he submitted 

indicate that s/he previously attended your school. Yet for the sake of the 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 of Dong-A Univ., his/her documents must be notarized. Included are his/her brief 

personal data along with photocopies of the documents s/he submitted to us. I would deeply 

appreciate if you could verify the documents and complete the below <Verified by Previous 

School Attended>. You can response either by mail or fax or e-mail attachment.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I am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Sincerely yours,

*Date of admission :                                               

*Date of graduation(or withdrawal) :                                       

*Name :                                                                

*Student ID Number :                             

*Date of Birth :                                  

Verified by Previous School Attended:

*Above records & transcripts : Correct □  Incorrect □ 

*Additional comments :                                                            

                                                                                   

*Verifier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and Titl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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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ter of Consent

To whom it may concern, 

I have applied to Dong-A University in Busan, Korea and agreed to allow Dong-A 

University to officially request my enrollment and academic records from previously 

attended educational institutes.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full assistance when Dong-A contacts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s.

Name :                                        Date ( yyyy / mm / dd )

Sign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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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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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82+51)200-8402  FAX : (82+51)200-8405  

E-mail : jykim1013@dau.ac.kr

재정보증서(Certificate of Financial Support)

1. 지원자 인적사항(Applicant Information)

2. 보증인 인적사항(Guarantor Information)

재정보증인(Guaranto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은 동아대학교 지원자(Applicant) 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이 동아대학교에서   수학하는 동안에 소요되는 경비(학비, 생활비 등)의 일체에 대하여 모든 재정적 책임을 질 

것을 보증합니다. 

On behalf of the above applicant to Dong-A University, I(Guarantor) will guarantee that I will support all 

expenses(tuition, living expenses, etc) during the entire study period

20   .      .      .

이름(재정보증인)Name(Guarantor) :                     (서명)(signature)

Dong-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지원자 이름(Name) 지원학과(Department)

지원유형
(Application Program) (MA, PhD, Combined) 여권번호(Passport no.)

서명(Signature)

성명(Name)
지원자와의 

관계(Relationship with 
the applicant)

 직장(Occupation) 직위(Position)

연락처(Contact no.) 이메일(E-mail)

주소(Address)

mailto:jykim1013@d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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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5]

Research Experience

Department  

Major  

Name  

Title Name of 
Journal

Publication
Year Researcher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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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6]

지원승인서(Approval Form)

※ 이공계 지원자는 반드시 학과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지원 가능

(Applicants who apply to the department in the College of Natural Science and the 
College of Engineering must have permission from the department prior to application. )

1. 지원자 인적사항(Applicant Information)

2. 승인사항(Approval Details)

2021.       .      .

                        이름(책임교수,지도교수) Name(Dean, Advisor) :
(서명)(signature)

지원자 

이름(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지원과정

(Program)
(  MA,   Doctorate  )

지원학과

(Department)

서명(Signature)

상기자는                   대학교 (               대학원 )                학과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본 대학교 대학원(석사, 박사)과정 ________________________ 

학과에 지원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The above person is a graduate of the   _______________________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h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University) in the department of 

_______________________ and has got (BA, MA). The applicant is granted permission to

 apply to the department of  __________________________ in graduate school (master's, 

doctoral) of Dong-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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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7]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Check List for Application Documents)

접수기관 (Institute of Application) : Dong-A University          
지원자(Name of Applicant: (given/first name)                 (family/last name)           

(*Please tick (√) in the appropriate box.)

 

Application Documents Submission(Y/N)
Check List Yes No

1 지원서(A completed application form)

2 자기소개서(Personal Statement) – 양식 2(Form 2)

3 연구계획서 (Study Plan) – 양식 5(Form 5)

4 여권사본(A Copy of Passport)

5
학사 학위(예정)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학위인증) 및 졸업장 사본

 (Expected) Bachelor's degree diploma(Apostille or Verification by the Korean consulate) 
중국 학교 졸업자는 교육부 인증(Graduate of Chinese institution: Submit Versification Report)

6
석사 학위(예정)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학위인증) 및 졸업장 사본 

 (Expected) Master's degree diploma(Apostille or Verification by the Korean consulate) 
중국 학교 졸업자는 교육부 인증(Graduate of Chinese institution: Submit Versification Report)

7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번역 및 공증)
Official academic transcript from undergraduate institution (translated and notarized)

8 석사과정 전 학년 성적증명서(박사 과정 지원자만 제출)
Master's degree transcript (For combined program "type 2" and Doctoral applicants)

9 학적조회동의서(Agreement form for school register verification) -양식 3(Form 3)

10 어학능력 입증서류 Evidential document for English proficiency test

11
부모·학생 관계증명서(영문성명 기재) 외국정부 발행(원본 및 번역본)

Certificate of ver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s and applicant
Issued by applicant’s home country government

12
본인 및 부모의 신분증(국적 확인 가능한 신분증)

Copy of identification card for both parents and  applicant
Documents verifying foreign nationality of applicant and his/her parents

13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등록증은 앞/뒷면으로 복사하여 제출-소지자에 한함)
A Copy of Alien Registration Card (Back & Front copy-Holders only))

14 은행잔고증명서(18,000 USD 이상) Bank Statement (balance of over 18,000 USD)

15 재정보증확인서(Certificate of Financial Support) - 양식 6(Form 6)

16 연구실적목록 및 실적물 List of research output with evidence (If applicable) - 양식 
4(For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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