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전기	
대학원	외국인	
입학안내

외국인 특례모집

절차
모집과정,	 - 대학원홈페이지 (grad.ajou.ac.kr) 내 신입학 - 외국인입학 - 학과안내에서 모집학과 및 과정, 영어수업 제공 여부확인

모집학과	확인		 -  지원학과 주임교수와 e-mail 등으로 입학상담 받은 후 지원 권장(전자공학과, 미디어학과, 라이프미디어협동과정, 의학과, 

  의생명과학과, 에너지시스템학과, 약학과, 교육학과, 시스템공학과, 우주전자정보공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지원자의 

  경우 입학상담 의무, 타 과는 의무사항은 아님)

 -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 e-mail을 통해 문의 가능

온라인	원서접수	및		 - 대학원홈페이지 팝업창 내 배너를 통해 온라인 입학지원 가능(원서접수 기간에만 접속 가능)

입학지원	서류제출	 - 온라인 원서접수 완료 후 입학지원서 출력가능. 우측 하단에 재정보증인 서명 필히 기재

	 -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대학원교학팀(율곡관 305호)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학과	면접전형	 - 학과별로 서류심사 후 전형일 기간내 대면, 전화, 이메일 면접 실시 예정

진행	및	심사	 - 면접전형 관련 사항은 학과별로 지원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 (면접관련 문의는 해당 학과 사무실로 연락 요망)

 - 학과의 사정에 의해 면접심사 대신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 합격자 선발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당일 오후에 합격자 조회 가능, 대학원홈페이지 내 「입학공지사항」에 합격자리스트 게재 예정

 - 대학원홈페이지 「입학공지사항」 내 합격자 유의사항 확인

등록 - 등록기간 은행업무시간(SC은행, 09:30~16:30)내에 등록금 및 보험료 납부

 -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 시 입학 취소로 간주

 -  해외체류자에 한하여 등록금 납부 연기신청 가능. 단, 「등록금납부연기신청서」 제출 의무

  「등록금납부연기신청서」 미제출 시 입학 취소 처리 

비자신청 -  국내체류 중인 비자연장 대상자 및 체류자격 변경 대상자 : 대학원교학팀(율곡관305호) 방문하여 관련 원본서류 수령.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기간 연장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사증관련 세부사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1345) 문의

 -  해외체류 중인 비자발급 대상자 : 「등록금납부연기신청서」 제출의무. 비자발급 관련 서류 우편 송부

  본인이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사증발급 신청. 필요서류는 체류지 내 한국영사관에서 확인 가능

 - 비자 발급 후 기숙사 입사 일정에 맞춰 입국

모집일정

2018	전기	대학원	신입생	장학제도 2018	전기	대학원	외국인	입학안내 Admission of Foreign Students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구분 외국인1차 외국인2차

원서접수(온라인) 2017. 10.18(수) 09:00 ~ 10.31(화) 17:00 2017. 12.7(목) 09:00 ~ 12.20(수) 17:00

서류제출 2017.11.1(수) 17:00까지  2017.12.21(목) 17:00까지  

전형일 2017.11.7(화) ~ 11.17(금) 2017.12.28(목) ~ 2018.1.10(수)

합격자발표 2017.12.6(수) 2018.1.24(수)

등록 2018.1.15(월) ~ 1.17(수) 2018.1.29(월) ~ 1.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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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기숙사 입사 희망자는 해당 신청기간 내 기숙사 입사 신청(edorm.ajou.ac.kr / dorm@ajou.ac.kr)
및	개강준비	 - 학번부여(대학원홈페이지 「입학공지사항」 참조) 후 AIMS포탈시스템(portal.ajou.ac.kr)에 ID 생성

 - AIMS 포탈 로그인을 통해 수강신청 기간 내 수강신청 및 학생증 신청

 - 등록금 납부 연기신청자는 입국 후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등록금 납부

 - 학생증은 각 학과 사무실에서 수령가능

 - 외국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참석 및 개강 준비

 -  외국인 등록 대상자 : 대한민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교내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

인 등록 신청하여야 함. 결핵 고위험 국가 출신 학생은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 건강검진(결핵검사) 결과 제출 의무이며, 

외국인 등록 시 건강검진(결핵검사) 결과 제출 면제

 *  결핵고위험국가 19개국 :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연방),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몽

골, 방글라데시,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 입학절차 및 행정관련 문의사항 : grad@ajou.ac.kr 

원서접수 1.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후 제출서류 목록 제출

  <우편접수는 각 차수별 접수마감일(외국인 1차: 2017.11.1.(수)/ 외국인 2차: 2017.12.21.(목)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대학원 주소 : 16499 경기도 수원시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대학원(율곡관 305호)  

  - 인터넷 접수는 아주대학교 대학원 인터넷 원서접수 배너 클릭 후 진행함.

2.	전형료	 면제

3.	모집과정	및	학과	 가. 모집과정 :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나. 모집학과 : 학과별 외국인 교육여건에 따라 외국인모집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지원 전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와 상담을 거쳐 확인할 것

구분 학과 성명 메일주소 비고

공학 기계공학과(*) 채장범 jbchai@ajou.ac.kr 

  산업공학과 양정삼 jyang@ajou.ac.kr
  화학공학과 박명준 mjpark@ajou.ac.kr
  환경공학과 홍민선 msh@ajou.ac.kr
  건설교통공학과(토목공학) 전세진 conc@ajou.ac.kr
  건축학과 / 건축공학과 이규인 kyuinlee@ajou.ac.kr
  시스템공학과(*) 김의환 keuiwhan@ajou.ac.kr 
  도시개발학과 김지엽 jeekim@ajou.ac.kr
  분자과학기술학과(*) 이분열 bunyeoul@ajou.ac.kr
  의용공학과 박기동 kdp@ajou.ac.kr
  응용생명공학과(*) 변상요 sybyun@ajou.ac.kr
  의약생명정보협동과정 박범 ppark@ajou.ac.kr
정보통신학 전자공학과(*) 이채우 cwlee@ajou.ac.kr
  컴퓨터공학과(*) 오상윤 syoh@ajou.ac.kr
  미디어학과(*) 석혜정 dbdip@ajou.ac.kr
  라이프미디어협동과정(*) 오규환 drghoh@ajou.ac.kr
  NCW학과 임재성 jaslim@ajou.ac.kr
  우주전자정보공학과(*) 김상인 sangin@ajou.ac.kr
자연과학 수학과(*) 조수진 chosj@ajou.ac.kr
  물리학과(*) 염동일 diyeom@ajou.ac.kr
  화학과(*) 강혁 hkang@ajou.ac.kr
  생명과학과(*) 최상돈 sangdunchoi@ajou.ac.kr
경영학 경영학과(*) 성민제 sungmj@ajou.ac.kr
  경영정보학과(*) 강주영 jykang@ajou.ac.kr
  금융공학과(*) 심규철 gshim@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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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과 성명 메일주소 비고

인문학 국어국문학과 이상신 tjfh92@ajou.ac.kr
  영어영문학과(*) 김미현 miehkim@ajou.ac.kr
  문화콘텐츠학과 전윤수 dkall@ajou.ac.kr
  디지털휴머니티융합학과 김종식 kmaru@ajou.ac.kr
사회과학 경제학과 최희갑 hgchoi@ajou.ac.kr
  응용사회과학과 노명우 mwnho@ajou.ac.kr

  정치외교학과 이왕휘 leew@ajou.ac.kr
  행정학과 김준한 jhkajou@ajou.ac.kr
법학 법학과 오승한 pinepath@ajou.ac.kr
의학 의학과(*) 김병곤 kimbg@ajou.ac.kr
  의생명과학과(*) 

간호학 간호학과 현명선 mhyun@ajou.ac.kr
약학 약학과(*) 김소희 shkim67@ajou.ac.kr
교육학과  교육과정및평가  남가영  kynam@ajou.ac.kr
  교육상담및심리 이규미 kmee@ajou.ac.kr
  평생교육및HRD 최운실 cus@ajou.ac.kr

   오민석 tokyoangel@ajou.ac.kr
학부과정 에너지시스템학과(*) 김기홍 khkim@ajou.ac.kr
연계없는 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신현준 joony@ajou.ac.kr

※  전자공학과, 미디어학과, 라이프미디어합동과정, 의학과, 의생명과학과, 에너지시스템학과, 약학과, 교육학과, 시스템공학과, 우주전자정보공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지원자의 경우 원서 접수 전 입학상담 의무

※  (*) 표시가 되어있는 학부는 영어 수업을 학기당 2과목이상이 개설되어있는 학과임. 세부내용은 각 학과별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grad-e.ajou.ac.kr)

구분 학과 어학성적 기준 적용 유형  

공학 기계공학과 A
 환경공학과 B(4급 이상)
 화학공학과 A
 산업공학과 A
 건축학과 B(4급 이상)
 건축공학과 B(4급 이상)
 시스템공학과 A
 건설교통공학과(토목공학) B(4급 이상)
 도시개발학과 B(4급 이상)  

적용유형 어학 성적 기준

A형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② 영어능력시험(TOEFL 530, 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 이상 인 자

  ※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고등교육을 영어로 이수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 면제 

B형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지원 가능(일부 학과의 경우 급수 상향 설정)

지원자격 1	 과정별	기준	 -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4년제 대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 

  -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및 취득예정자 

  - 석·박사통합과정 : 국내외 4년제 대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

2	 어학	성적	기준	

[학과별 어학성적 적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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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Ajou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8학년도	전기	아주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구분 학과 어학성적 기준 적용 유형   

공학 응용생명공학과 A  

 의용공학과 A
 의약생명정보시스템 A
 분자과학기술학과 A
정보통신학 전자공학과 A
 컴퓨터공학과 A 

 미디어학과 A
 라이프미디어협동과정 A
 NCW학과 A
 우주전자정보공학과 A
자연과학 수학과 A
 물리학과 A
 화학과 A
 생명과학과 A
경영학 경영학과 B(4급 이상)

 경영정보학과 B(4급 이상) 

 금융공학과 A 

인문학 국어국문학과 A
 영어영문학과 A 

 문화콘텐츠학과 A 

 디지털휴머니티융합학과 A 

사회과학 경제학과 B(4급 이상)
 행정학과 B(5급 이상)
 응용사회과학과 B(5급 이상)

 정치외교학과 B(4급 이상) 

법학 법학과 B(5급 이상) 

의학 의학과 A 

 의생명과학과 A
간호학 간호학과 B(5급 이상) 

약학 약학과 A 

미계열 에너지시스템학과 A
 교육학과 B(6급 이상)
 데이터사이언스학과 A

3	 기타사항	 -  정부초청장학생과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이 입학하는 경우,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에 의한 학생이 입학하는 경우, 

이공계 대학원생이 입학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기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영어능력시험 조건을 

완화할 수 있음.    

제출서류

제출서류 석사 박사 통합 비고

입학원서 ◯ ◯ ◯ 대학원	홈페이지	외국인	원서접수	배너	클릭	

     ▶ 온라인 원서접수 

     ▶ 출력 후 원서제출(세부사항 홈페이지 참조)

     재정보증인의	유학경비	보증서약서(입학지원서로	대신하며	보증인	확인란에			

	 	 	 	 	 필히	서명)	

컬러사진 1매  ◯ ◯ ◯  3.5 × 4.5cm(흰색 배경)

-	공통서류(Mandatory Documents)



제출서류 석사 박사 통합 비고

대학 성적증명서  ◯ ◯ ◯ 원본제출(총평점(4.0 / 4.3 / 4.5 만점 기준) 또는 전체 성적 백분율 값 

대학원 성적증명서  ─ ◯ ─ 표시되어야 인정됨) 

대학 졸업증명서 원본 ◯ ◯ ◯ 1. 중국대학 출신 지원자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생 학력학위 등 인증보고서 

      원본 (영문) 제출 

      -  졸업증명서에 주중 한국영사관 또는 주한 출신학교 소재지 국가 공관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을 받은 후 제출

대학원 졸업증명서 원본 ─ ◯ ─ 2. 중국을 제외한 국가 출신자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학력) 입증서류

      - 출신학교가 위치한 국가의 한국영사관 또는 주한 출신학교 소재지 

      국가 공관 영사관에서‘영사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학업계획서  ◯ ◯ ◯ 학업계획서는 A4용지 2~3매 정도로 제출(홈페이지 양식 참조)

입학사전상담 확인 및   ─ ─ ─ 의학과, 의생명과학과, 약학과, 에너지시스템학과, 미디어학과, 

의견서     라이프미디어협동과정, 전자공학과, 교육학과, 우주전자정보공학과, 

      시스템공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지원자에 한함.

추천서(자유양식) ◯ ◯ ◯ 출신학교 교수 연락처 및 서명 포함, 자유양식 

재정능력 입증서류 ◯ ◯ ◯ 1. $20,000 이상의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예금잔고 증명서

      (1개월 이상 동결, 최근 1개월 내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재정보증인이 부모 혹은 배우자일 경우 재정보증인과의 관계증명서 

      제출 및 입학지원서 상의 재정보증인란에서명 날인

     2. 외부장학금 수혜자 : 장학금 지급 예정 증명서 (학비, 생활비 충당)

     3. 재정보증인이 본교 교원일 경우 : 제출 필요 없음(합격 시 비자 발급을 

      위해 소속 학과에서 연구비 생활비지원 증명서, 지도교수 재직증명서, 

      연구과제 관련 증명서 등 준비 예정)

본인 여권 사본 ◯ ◯ ◯ *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도 함께 제출 

공인어학능력 성적표 ◯ ◯ ◯ TOEFL,TEPS,IELTS,CEFR,TOPIK(제출일 당시 유효한 성적만 인정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제출 의무 학과 지원자는 반드시 TOPIK 성적표 

      제출    

      - 접수 당시 성적 미소지자는 공인어학시험 응시표 또는 수험표 제출 시 

       지원 가능하며, 입학전까지(2018.2.28.까지) 지원자격(어학 성적 요건)을 

       만족하는 성적표 제출 시 2018년 3월 입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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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특례	지원	자격	관련	서류(Documents to Confirm Eligibility)

구분 제출서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1 본인 및 부모의 외국인 증명서(시민권 또는 여권) 각 1부

  2 부모-자녀관계 입증 및 부모의 국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중국학생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증명서 제출)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초·중·고  졸업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해당자별	제출서류 

아주대학교 한국어학당 4학기 이상 수료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각종 서식은 대학원 홈페이지(http://grad.ajou.ac.kr) ▶ 입학  ▶ 입학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장학제도

3	외국인	입학금	장학	 본교 어학교육원에서 한국어과정 4학기 이상 수료생으로서 TOPIK 4급 이상 취득자

   - TOPIK 5급 이상 취득자, 입학금 100% 면제

   - TOPIK 4급 취득자, 입학금 75% 면제

   - 외국인연구장학 수혜자가 외국인 입학금 장학에 해당될 경우 중복 수혜 가능함.

※ 의학과, 의생명과학과, 간호학과, 그리고 분자과학기술학과 중 지도교수가 의대 소속인 외국인학생은 해당 학과 자체 장학제도 및 유지기준을 따름 

1	외국인	연구장학(입학시	선발) 
 - 자격 : 전일제 합격자중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로서 학과 추천을 거친 외국인 

과정 장학금 출신국가 TOEFL TOEFL TOEFL TEPS IELTS TOPIK

    (PBT) (CBT) (iBT)

석사 수업료의 영어권 560 220 85 640 6.0 Level 5

  60% 비영어권 530 197 71 600 5.5  
박사 수업료의 영어권 560 220 85 640 6.0 

  80% 비영어권 530 197 71 600 5.5

 ※ 입학 후 매 학기 평점 3.5이상 유지·4학점 이상 이수·F학점 없을 경우 장학 유지 가능함 

 - 석사 총 4개 학기, 박사 총 6개 학기 장학 수혜 가능 

 - 일반휴학 할 경우 장학자격이 상실됨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고등교육을 영어로 이수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외국인연구장학

 (석사,박사)을 부여할 수 있음.

※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1~4학기까지는 석사과정 장학제도를, 5~8학기까지는 박사과정 장학제도를 따름.

※ 공과대학 소속 학과, 컴퓨터공학과 대학원 학과 외국인 전일제 입학자는 의무 TA 부과(석사 : 15시간 이내/주, 박사 : 8시간 이내/주)

2	외국인	특별연구장학(재학기간	중	선발)
 - 자격 : 전일제 합격자중 학과장 추천자  

과정 장학명 감면액 선발자격 선발조건

석사 외국인 수업료의 80% 학과장 추천 등록인원 50% 이내 /
 특별연구장학(석사)  (등록인원 50% 이내) 학과별 자체 기준(매학기 선발)

박사 외국인 수업료의 100% 학과장 추천 등록인원 50% 이내 / 

 특별연구장학(박사)  (등록인원 50% 이내) 학과별 자체 기준(매학기 선발)

※	 	외국인 신입생도 입학 후 첫학기 재학 중에 학과장 추천을 통해 외국인특별연구장학 수혜 가능함[단, 외국인연구장학과 외국인특별연구장학은 중복 

수혜할 수 없으며, 외국인연구장학 수혜자가 재학기간 중 외국인특별연구장학 대상자로 선정되면 두 장학간의 차액(수업료의 20%)에 해당하는 장학금

을 지급함].

※ 매 학기 학과별 외국인 등록인원의 50% 이내에서 학과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장학을 부여함. 

※ 직전학기 평점 3.5이상 유지, 4학점 이상 이수, F학점 없을 경우 장학 추천 가능함(단, 신입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없어도 추천 가능) 

※ 일반휴학 기록이 있는 자는 장학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됨.

※ 의무 TA 부과(석사 : 15시간 이내/주, 박사 : 8시간 이내/주)

전형방법 1	 전형방법	 서류 및 면접평가

      ※  대상 학생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대신하여 유선 인터뷰 또는 제출서류 등을 토대로 

   학과 면접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음(학과별로 상이함)

      가. 서류평가 : 지원 차하위 학위과정 성적으로 학과에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 석사과정 지원자 : 학사     

   - 박사과정 지원자 : 석사

  나. 면접평가 : 전공능력, 어학능력, 적성·인격에 대하여 평가

    - 어학(한국어 또는 영어)능력은 학과의 교과목 강의를 수강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를 평가

2018 Ajou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8학년도	전기	아주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등록금

※ 상기 등록금은 2017학년도 등록금으로서 2018학년도에는 변동될 수 있음(2018학년도 등록금 확정 시 추후 안내) 

※ 수료생은 수료 이후 졸업 전까지 매학기 연구등록비(수업료 5%)를 납부하여야 함 

구분 공학 이학 인문사회 금융공학 의학계열 약학계열

수업료 5,816,000 5,026,000 4,372,000 5,483,000 6,777,000 6,296,000
입학금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계 6,716,000 5,926,000 5,272,000 6,383,000 7,677,000 7,196,000

(단위 : 원)

기타 유의사항 1 입학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공증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함

 - 번역자 확인서 (홈페이지 양식) 제출 시 공증하지 않고 번역본 제출 가능함

 - 1회만 발급되는 서류의 경우 공증본 제출 가능함 (최초 발급기관 또는 자국내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한국내 자국 영사관 영사확인)

2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 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3 제출한 모든 지원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출한 서류가 부적합 또는 불충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5  외국인이 유학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소재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필

하여야 함

6 입학 후 제반사항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칙과 내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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