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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학 소개 

1. 연혁

연세대학교 대학원은 1950년 설립 이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 이론과 과학

적 방법의 탐구를 통해 학문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탁월한 교육환경과 우수한 교수

진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1만 5천여 명의 박사와 4만 7천여 명의 석사를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국내외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 생명과학, 의학 등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은 ‘세계적 수준의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Empowering Global 

Excellence, Nurturing Creative Superiority)’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학제간 폭넓은 융·

복합연구, 다양한 산학협력, 국제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외국인학생 유치, 장학금 확충, 영어강좌 확대 시행, 강의평가 시스템 개선 및 학

생 학술활동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교육·연구 

지원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집되어 교육부가 주관한 BK21플

러스 사업에서 총 29개의 교육연구단이 선정되는 탁월한 실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연세대학교 대학원은 우수한 교수진과 최고의 교육‧연구환경을 갖추고 각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

다. 학문에 열중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여

러분들의 꿈을 실현해보시기 바랍니다.



Ⅱ. 모집 요강  

  1. 모집 학과 

계열 학과
과정

비고
석사 박사

인문 국어국문학 o o

국어학, 현대문학, 고전문학, 

창의융복합전공(한국 

언어·문화·문학의 번

역, 콘텐츠와 교육, 전시 및 기획)

[신설된 창의융복합전공 관련 

문의는 학과사무실을 통하거나

학과 홈페이지 참조 

(http://web.yonsei.ac.kr/kor/)]

인문 영어영문학 o o
영문학‧문화연구, 영어학, 

수사학‧글쓰기

인문 문헌정보학 o o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석사과정만 

해당)

※ 지원 연구실(랩)명을 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원서에 기재 

필수

(https://lis.yonsei.ac.kr/lis/) (모든 

모집과정에 해당)

※ 석사과정의 경우, 입학 후 

복수학위제 지원 가능

(미국 Simmons Univ., Univ. of 

Wisconsin-Milwaukee)

인문 심리학 o o

세부지원분야와 지도교수를 학과 

홈페이지(http://psylab.yonsei.ac.kr

)에서 확

인 후 1) 온라인 원서 제출 시 

세부지원분야[교수명(연구실명)]를 

반드시 선

택할 것, 그리고 2) 학업계획서에 

기재 필수

인문 인지과학협동과정 o o

세부 전공분야와 지도교수를 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원서 및 학업

계획서에 기재 필수 

(http://cogsci.yonsei.ac.kr)

인문 한국학협동과정 o o
한국 전통사회와 문화, 한국 

현대사회와 문화, 한국어교육

인문
언어정보학협동과

정
o o

국어정보학, 말뭉치언어학, 

전산언어학, 언어공학, 

한국어교육정보학,

사전편찬학

사회과학 사회학과 o o
사회과학 문화인류학과 o o

사회과학 지역학협동과정 o o
유럽, 동남아,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2. 입학 전형

   ❍ 접수 기간: 2022.10.04.(화)-2022.10.25.(화) 17:00 

   ❍ 제출 서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학원 번호 제출서류 석사 박사

일반

대학원

1 지원서 ○ ○
2 자기소개서 ○ ○
3 학업계획서 ○ ○
4 추천서 2부(1부 필수, 2부 권장) ○ ○
5 지원자 동의서 ○ ○
6 자가건강진단서 ○ ○
7 학사학위(예정)증명서(원본) ○ ○
8 학사과정성적증명서(원본) ○ ○
9 석사학위(예정)증명서(원본) X ○
10 석사과정성적증명서(원본) X ○
11 지원자 국적 증빙서류 ○ ○
12 지원자 부모 국적 증빙서류 ○ ○
13 한국 국적 이탈 확인서 해당자
14 한국어, 영어능력 증명서 해당자
15 출간된 서적, 논문 등(복사본) 해당자
16 수상내역(복사본) 해당자
17 지원자 여권사본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18 종합건강검진 결과

※공인외국어 성적표

*다음 중 하나 이상 반드시 제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 리포팅(Reporting)은 받지 않음(불인정)
1 한국어: TOPIK 3급 이상

2 영 어: TOEFL(IBT 71), TOEIC(750), TEPS(285), IELTS(5.5) 이상
(기관TOEFL은 연세대 기관TOEFL만 인정)

3

한국어 및 영어 구사능력 증빙서류[또는 국내/영미권 대학(원) 출신 확인] 출신국가증명서류(영어가 모국어인 국가), 대학부설어학원
졸업증명서, 출신 고등학교/대학교 교육과정 소개자료 (한
국어ㆍ영어 활용여부 확인) 등
(출신국가증명 해당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4 사회학과는 TOPIK 5급 이상 성적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어
수학능력이 증명되는 서류) 제출



※ 학과별 추가 제출서류

 

※지원 자격

1. 외국인전형 지원자격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

  가. 지원자 및 부모 모두 일본 국적을 가진 외국인 

   ※2023년 2월(일본소재 학사 졸업예정자는 2023년 3월)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

※ 학력인증 제출서류

  ❍ 접수 방법:  우편제출/직접제출 (온라인 접수 불가)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50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스팀슨관 

201호) 03722

                 ※ 서류 제출 후 반환불가

지원학과 제출서류

영어영문학

‧ 박사과정 지원자는 석사논문 초록 지원서와 함께 제출 

‧ 기타연구논문/경력 등 본인의 학업능력에 관한 업적물이 있는 경우

(5페이지 이내로 제출하며 보고서/저서의 경우 초록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출)

제출서류 부 수 유의사항

중국대학(원)
학위 취득자

학위증명서 
원본 및

교육부학력
인증서

1부

* 중국 교육부 산하에 설립된
  교육부학력인증센터 
“敎育部學位與硏究生敎育發展中心”
  (http://www.cdgdc.edu.cn) 또는 
(http://www.chsi.com.cn)에서
  발급한 학력인증서 원본 제출(중문일 경우, 
번역공증)
* 발급에 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유함
* 발급 불가할 경우에 한하여,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학위증 영사확인 받아 제출 가능함

제출서류 부 수 유의사항

해외대학(원)

최종학위 

취득자

(중국 제외)

학위증명서 

원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1부 

* 출신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학사 및 석사 
학위증 원본
*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출신교 소재 
국가의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입증서류 
제출



  3. 지원자 유의사항

   ○ 국립국제교육원 모집요강 내 주의사항 반드시 숙지

   ○ 지원서에 단과대학, 학과명 및 세부지원분야를 정확히 기재

   ○ 각 대학 및 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한 후 지원서를 작성할 것을 권장 (서류 제출 

이후 전공 변경 불가)

Ⅲ. 기숙사 

  1. 기숙사 현황  

  

기숙사 지원자격 
신청방법 및 

문의처 

서울

무악 

1학사(남)

무악 

2학사(여)

신촌캠퍼스에 재학중인  

지방/해외거주(부모기준) 학부 및 대학원생

직전학기 성적 학부(남.여)1.7/4.3이상, 

대학원생(여) 2.0/4.3이상

▸온라인지원 

(https://dorm.yo

nsei.ac.kr/)

▸안내 

(02-2123-3601/

3622/8419)
무악 

4학사

신촌캠퍼스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부 및 대학원생

직전학기 성적 학부 1.7/4.3이상, 

대학원생 2.0/4.3이상

국제학사 교환학생, 한국어학당학생, 외국인유학생

▸온라인지원 

(https://dorm.yo

nsei.ac.kr/)

▸안내 

(02-2123-3601/

3622/8419)

SK 

국제학사
교환학생, 한국어학당학생, 외국인유학생

▸온라인지원(http

s://dorm.yonsei.

ac.kr/)

▸안내 

(02-2123-4616)



  2. 기숙사 생활 소개 :

     ○ 신촌캠퍼스 기숙사 http://web.yonsei.ac.kr/housing/

Ⅳ. 유학생활 지원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학과 및 대학원에서 외국인학생 대상 상담 제공

Ⅴ. 연락처 

    ○ KGSP담당자(일반대학원): 02-2123-3228, ysgrad@yonsei.ac.kr

    ○ 학과별 연락처: 

https://graduate.yonsei.ac.kr/graduate/department/campus_total.do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 Address: Graduate School Office(Stimson Hall 2F),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 Website: graduate.yonsei.ac.kr

Ⅰ. Overview of the University
  1. History

 Yonsei University was founded as the nation's first modern university in 1885 

and was based upon the Christian principles of truth and freedom. Now, Yonsei 

University is the most prestigious private, and globalized university, in Korea. 

Yonsei has the most extensive international network of schools, with 672 partner 

institutions in 70 countries, and educates the largest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among Korean universities. Since the founding of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in 1950, over 15,000 doctoral degrees and 47,000 master's 

degrees in a variety of academic fields have been conferred on scholars and 

competent researchers, who have been achieving success in a wide range of 

career and industries worldwide.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is committed 

to creating the best graduate programs and curricula by inspiring exceptional 

students with the current academic issues of the rapidly-changing world.   2. 

Key Information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is expanding a wide range of convergence 

research,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s 

with the vision of 'Empowering Global Excellence, Nurturing Creative Superiority'. 

In addition, we are establishing an efficient and productive education and 

research support system through various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attracting outstanding foreign students, expanding scholarships, implementing 

English lectures, improving the lecture evaluation system, and strengthening 

support for students' academic activities. These efforts were combined to 

achieve excellent results, with a total of 29 educational research teams selected 

from the BK21 Plus project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such,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has excellent faculty members and the best 

educational and research environment, and shows outstanding performance in 

each field of study.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will not forget its mission 

as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and spare no support for all students to focus 

on research. For those who want to focus on their studies, don't hesitate to 

make your dreams come true a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Ⅱ. Application Guidelines 
  1. Academics

Division Department
program

Sub-fields

Master's Doctoral

Liberal Arts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o o

Korean linguistics, Modern literature, Classical 

literature, Creative

convergence: 3 clusters(Translation studies, 

Creative digital contents

and education, Planning publishing&exhibition) 

(Check the website

“http://web.yonsei.ac.kr/kor/) for Creative 

convergence)

Liberal Arts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o o

English Literature & Cultural Studies, English 

Linguistics, Rhetoric &

Composition

Liberal Art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o 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cords 

Management (applicable

to Master's program only)

※ Laboratory(lab) name must be confirmed on 

the department's

website and written in the application form

(https://lis.yonsei.ac.kr/lis/) (applicable to all 

programs)

※ For master's program, possible to apply for 

a dual degree

program after admission (Simmons Univ., USA, 

Univ. of

Wisconsin-Milwaukee, USA)

Liberal Arts Psychology o o

Check the website "http://psylab.yonsei.ac.kr" 

for sub majors and

academic advisors and write them down in the 

application and

study plan

Ex) Clinical Psychology Professor OOO

Liberal Arts Cognitive Science o o

Check the website "http://cogsci.yonsei.ac.kr" 

for sub majors and

academic advisors and should fill out the 

application and study

plan

Liberal Arts Korean Studies o o

Korean traditional society & culture, Korean 

modern society &

culture, Korean language education

Liberal Arts Linguistics and Informatics o o

Korean Language and information, Corpus 

linguistics, Computational

Linguistics, Language engineering, Informatic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Lexicography

Social 

Sciences
Sociology o o

Social 

Sciences
Cultural Anthropology o o

Social 

Sciences
Area Studies o o

Europe, Southeast asia, China, Japan, Russia 

and Central Asia



  2. Admissions

❍ Application Period: October 04 (Tue) 2022 ~ October 25(Tue), 2022 ,  17:00 

      

❍ Required Document (※ submitted documents won’t be returned in any case)

※Language Proficiency Test Results

School No. Required Document Master Ph.D

Yonsei 

Univer

sity

Gradu

ate 

School

1 Application Form ○ ○
2 Personal Statement ○ ○
3 Statement of Purpose ○ ○

4
TWO Letters of Recommendation (one 

mandatory, two recommended)
○ ○

5 Applicant Agreement ○ ○

6 Personal Medical Assessment ○ ○

7
Certificate of Bachelor’s degree or Bachelor’s 

Diploma (Original)
○ ○

8 Bachelor’s degree Transcript (Original) ○ ○

9
Certificate of Master’s degree or Master’s 

Diploma (Original)
X ○

10 Master’s degree Transcript (Original) X ○
11 Applicant’s Proof of Citizenship Document ○ ○

12
Applicant’s Parent’s Proof of Citizenship 

Document
○ ○

13
Proof of Korean Citizenship Renunciation 

Document

Previous 

Korean 

citizenship 

holders ONLY

14
Certificate of Valid TOPIK, English Proficiency 

Test 

relevant 

person

15 Published Papers, Research papers, and etc
relevant 

person

16 Awards and other Certificates
relevant 

person
17 Copy of passport Successful 

candidates 

ONLY
18 Comprehensive Medical Examination Results 

* You must submit at least one of the documents listed below. (Test score    
 report must be within the validity period.) 

* School Reporting is not allowed.
1 Korean Test Score Report: TOPIK Level 3 or higher
2 English Test Score Report: TOEFL IBT 71, TOEIC 750, TEPS 285, IELTS 



※ Additional Documents Required by Major departments

※Entry requirements

1. Eligibility for Entry via International Student Track

  -Applicants must meet the conditions below:

  a. Applicant and his/her parents MUST hold Japanese citizenship.

  ※. Those who can graduate by February 2023 (March 2023 for those who are  

     scheduled to graduate from a bachelor's degree in Japan)

※ Documents for Verifying Academic Requirements 

5.5 (For institutional TOEFL, only tests taken at Yonsei University are 
valid. Test schedule is available on our website)

3

Documents proving your Korean or English proficiency
[Or recognizing academic background in Korea/Countries* stated below.]
ex) Document showing your country of birth, Official certificate of 
language courses taken at university, Certificate of Korean/ 
English-medium high school diploma/ undergraduate degree 
(* USA, Canada, UK, Ireland, Australia, New Zealand, Republic of South Africa) 

4 Sociology: TOPIK Level 5 or a qualification equivalent to Level 5 or higher

Department Required Documents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 PhD applicants must submit the abstract of Master’s thesis     

 with application

 * If you have publications or relevant work experience, you may  
   submit supporting documents as well (abstract within 5         
   pages)

Documents Notes
Applicants 

with
a degree 

from
universities
outside of

Korea/China

Original 
Copy of 
Degree 
Certificate

* Issued by your alma mater 
* Submit a certificate of degree with apostille or 
one with
confirmation by the Korean Consul in the country.



※ How to apply : submission by post /in person only ( You can’t apply through  

   online) 

   Addres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Korea, 03722

  3. Important Notice

   ○ Please read the important notes on application guidelines                  

      provided by NIIED before making an application. 

   ○ Please write your major (college, department, sub-field) correctly. It is NOT 

possible to change your major after the evaluation is done.

Ⅲ. Housing

  1. Room and Rates

Documents Notes

Applican
ts with

a 
degree 
from

universiti
es in
China

Degree 
Certificate
(B.A. for 

master's/Joint 
degree 

program,
Master's 

degree for 
Doctoral 
degree 
program

* Original copy from China Academic Degrees & 
Graduate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CDGDC, 敎育部學位與硏究生敎 
育發展中心,
http://www.cdgdc.edu.cn/) or 
CHSI(http://www.chsi.com.cn). Please make it
notarized and translated into English if English 
version is not available.
Please make an early application as it may take 
more than 2 weeks.
* If your degree certificate cannot be issued by 
CDGDC, please submit a
certified (by Korean Embassy/Consulate) copy.

A copy of 
your degree 

diploma
* Issued by your alma mater

Dormitory Qualification and Conditions

Application 

process and 

Contact Number 

Seoul
Camp

us

Muak 1 
Dormitory(

Male),
Muak 2

Dormitory(
Female)

- Graduate Students of Seoul Campus 
whose parents are residing overseas or 
outside of Seoul

 - Applicant's GPA should be 1.7(Male) ~
   2.0(Female) /4.3 or over

▸Online 
application on 
the Muak 
Dormitory     
website 
(https://dorm.y
onsei.ac.kr)Muak 4 - Int’l Students of Seoul Campus



  2. Residence Life

    Sinchon(Seoul) Campus: http://web.yonsei.ac.kr/housing/

Ⅳ. Services

  1. Orientation for freshmen 

  2. Conseling for International students from department and Graduate office 

Ⅴ. Contact Information

    ○ Graduate School Office: 02-2123-3228, ysgrad@yonsei.ac.kr

     ○ Department Contact List: 

https://graduate.yonsei.ac.kr/graduate/department/campus_total.do

Dormitory
- Applicant's GPA should be 2.0/4.3 or 
over

▸+82-2-2123-
3601/362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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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
al House

Exchange students, international  
students, domestic students

▸Online 
application on 
the website   
(https://dorm.y
onsei.ac.kr)▸+82-2-2123-
7481

SK Global 
House

Exchange students, international students, 
domestic students

▸Online 
application on 
the website 
(http://dorm.yo
nsei.ac.kr)▸+82-2-2123-
4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