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신입생
모집

Graduate School of Pan-Pacific International Studies

석 · 박사 과정
1.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분야

인원

국제통상협력학과

석사 00명

국제경영학과
국제개발협력학과

석사 00명

국제개발협력학전공

석사 00명 / 박사 00명

국제개발컨설팅전공(토요일 수업)

석사 00명

2. 지원자격
•석사과정 : 국내 · 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박사과정 : 국내 · 외 대학교 석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3. 전형방법
•국내 거주 지원자(석사) : 서류(40%), 영어인터뷰(40%), 영어작문시험(20%)
•해외거주 지원자(석사) 및 박사과정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60%)
※ 해외 거주 지원자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하며, 일자는 별도 통지
4. 전형일정
•인터넷 접수 : 2017. 10. 16.(월) ~ 2017. 11. 10.(금) 24:00
•지원 서류 제출 : 2017. 10. 16.(월) ~ 2017. 11. 14.(화) 17:00
•해외 거주자 전화인터뷰 : 2017. 11. 20.(월) ~ 2017. 11. 24.(금)
※ 시간 개별 통보
•국내 거주자 인터뷰 및 영어 작문 시험 : 2017. 11. 25.(토)
•합격자 발표 : 2017. 12. 04.(월)

Where the Difference Starts...

다양한 장학혜택

5. 제출서류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온라인 작성 후 출력)
•졸업(예정) 증명서 1부(학위등록번호 기재)
•전 학년 성적 증명서 1부


입학

및 재학 시 성적에 따라
수업료 100~25% 면제

학사조교 근무자 수업료
전액 면제 가능
가계 곤란자 대상 수업료 지원
교내 연구프로젝트 참여 시
수당 지급

•추천서 원본, 2인 각 1부씩(국문 가능, 자유양식)
(피추천인을 알게 된 경위 및 기간 / 피추천인의 장단점 / 기타 사항 등 포함)
•공인영어성적(TOEIC, TEPS, TOEFL, IELTS) 1부 - 소지자에 한함
※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
•국문 / 영문 번역 공증본(졸업증명서, 전 학년 성적증명서)
- 영어권 이외의 외국 학위 소지자에 한함
•영문 이력서(자유양식) - 박사과정 지원자에 한함
•영문 학업계획서(자유양식) - 박사과정 지원자에 한함
※ 추가 제출서류(외국인 지원자)
- 지원자 본인의 여권 사본
- 은행 잔고 증명서 원본
· 미화 20,000달러 상당의 예금잔고 증명서 첨부
· 잔고증명 발급시점은 지원 시점 3개월 이내 증명에 한함
· 유효기간이 명기된 증명서의 경우 입학일까지 유효해야 함
6.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 : GSP홈페이지(http://gsp.khu.ac.kr)에 접속 →
“Online application” 배너 클릭 또는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http://uwayapply.com)에 접속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선택
•전형료 : 75,000원
7. 서류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Tel : 031-201-2146
Fax : 031-204-8120

•주소 :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국제학관 302호 국제대학원(봉투에 ‘입학원서 재중’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