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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석‧박사 학위과정 일본인 장학생 모집 요강

국립국제교육원

I. 목적

 ○ 한일 고등교육 교류를 통해 한일 관계를 선도할 고급인재 양성 및 

양국 간 우호증진

 ○ 한일 양국 간 학생 교류를 통한 대학의 국제화 및 학문 발전 도모 

 ○ 일본 학생들에게 한국대학에서의 수학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 심화 및 친한(親韓) ․ 지한(知韓) 인재 육성

II. 모집 인원 및 지원 기간

 1. 모집 인원: 15명(석사과정, 박사과정)

 2. 지원 기간: 예비교육과정 1년(석․박사 공통) 및 학위과정(석사 

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Ⅲ. 지원 가능 대학 및 모집 분야

 1. 지원 가능 대학: 국립국제교육원이 선정한 22개 대학

강원대, 건양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공주대, 대구대, 덕성여대, 동서대,
동아대, 배재대, 부경대, 부산외국어대, 서울과학기술대, 선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전북대, 한국해양대, 호서대

  ○ 지원자는 지원 서류를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으로 제출

  ○ 세부사항은‘VI. 선발 절차’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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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집분야: 22개 대학에서 개설하여 모집하는 전공 분야

  ○ 학업기간이 장학기간(석사 2년, 박사 3년)을 초과하거나, 수업과정이 

일반과정과 다른 특수대학원, 야간대학원, 사이버대학원 등은 지원 불가

  ○ 영어 수업을 제공하는 대학 및 학과이더라도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 전 해당 학과에 확인 필요(한국어가 

수업의 기본 언어임)

  ○ 자세한 정보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 공

고한 대학정보 참고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장학금 →GKS 공지사항

IV. 지원 자격

 1. 국적

  ○ 지원자 및 부모가 모두 일본 국적을 가진 외국인

※ 지원자가 한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이면 지원 불가하며, 장학기간 동안

장학생 본인의 일본 국적을 유지하여야 함

 2. 연령

  ○ 만 40세 미만인 자(2023년 3월 1일 기준) 

※ 1983년 3월 2일 이후 출생자

 3. 학력

  ○ 지원 시 과정별 아래 학위 조건을 충족한 자, 또는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학위 취득 예정인 자

   - (석사과정 지원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예정인 자

   - (박사과정 지원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예정인 자 

※ 한국 내 대학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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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당시 졸업예정자는 지원 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합격자는 2023년 4월 19일까지 최종 성적증명서와 공식 졸업증

명서(또는 학위증명서)를 대학에 제출

   -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성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합격 취소

 4. 성적

  ○ 최종학교 전(全)학년 성적 평점평균(CGPA)이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4.0 만점 4.3 만점 4.5 만점 5.0 만점

2.64 이상 2.80 이상 2.91 이상 3.23 이상

   - 백분율 환산 점수: 80% 이상(단, GKS장학생으로 재지원자는 90% 이상)

   - 석차 상위 20% 이내인 자(단, GKS장학생으로 재지원자는 10% 이내)

※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등 우리 정부 장학금 수혜학생이 상위 학위

과정(학사→석사, 석사→박사)에 지원할 경우, 백분율 환산 점수가 9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성적의 백분율 환산은 [참고1]의‘GPA 백분율 환산표’참고

  ○ 제출 성적표에 평점평균(CGPA)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성적을 GPA 또는 백분율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 출신

대학의 성적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자료(백분율 환산 성적표 또는 

석차성적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위의 기준에 미달되는 지원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5. 건강 상태

  ○ 한국에서 장기간 유학이 가능할 정도로 심신이 건강한 자

  ○ 질병 치료 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 시 자가건강 체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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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Personal Medical Assessment (Form 6))를 반드시 제출 

  ○ 2차 전형 합격자는 의사발급 건강진단서 제출(개별 메일 안내)

   ※ 최종 합격자는 입국 후 본원에서 주관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

결과 심각한 질병이 확인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장학생 합격 취소

   ※ 지원 시 자가건강 체크리스트 제출 → 2차 합격자 의사발급 건강진단서

제출(개별) → 최종 합격자 입국 후 건강검진(수학대학에서 실시)

  ○ 마약복용 판정을 받은 자, 장기간 수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질병을 가진 

자는 최종 선발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발된 이후라도 합격 취소

 6. 우대 사항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취득자

※ 대학 추천일(2022. 11. 30.)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 취득자에 한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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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제출 서류

 1. 제출 서류 목록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Required Document Checklist

석사과정
Master’s

박사과정
Doctoral

1 지원서(서식 1)
Application Form (Form 1) ● ●

2 자기소개서(서식 2)
Personal Statement (Form 2) ● ●

3 학업계획서(서식 3)
Statement of Purpose (Form 3) ● ●

4 추천서 1부(서식 4)
One Letter of Recommendation (Form 4) ● ●

5 지원자 서약서(서식 5)
Applicant Agreement (Form 5) ● ●

6 자가건강 체크리스트(서식 6)
Personal Medical Assessment (Form 6) ● ●

7 학사 학위 증명서(원본)
Certificate of Bachelor’s Degree or Bachelor’s Diploma (Original) ● ●

8 학사 학위 성적증명서(원본)
Bachelor’s Degree Transcript (Original) ● ●

9 석사 학위 증명서(원본)
Certificate of Master’s Degree or Master’s Diploma (Original) - ●

10 석사 학위 성적증명서(원본)
Master’s Degree Transcript (Original) - ●

11 지원자 국적 증빙서류(원본)
Applicant’s Proof of Citizenship Document (Original) ● ●

12 지원자 부모 국적 증빙서류(원본)
Applicant’s Parent’s Proof of Citizenship Document (Original) ● ●

13 유효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Certificate of Valid TOPIK Score △ △

14 유효한 영어능력시험 증명서
Certificate of Valid English Proficiency Test △ △

15 출판 저서 등
Published Papers, Research Papers, etc △ △

16 수상내역
Awards △ △

17 여권 사본
Applicant’s Passport Copy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Successful candidates
ONLY

18 종합건강검진결과서
Comprehensive Medical Examination Results

※ ● 필수(MUST), △ 선택(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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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원본 1부 제출

  ○ 한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문서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공증본 제출

    ※ 원본을 앞에, 공증본을 뒤에 철하여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복사본이 아닌 원본이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 연구논문, 출판 저서, 수상 내역 등은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지원서의 영어 성명 철자는 여권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기재(대문자)

  ○ 졸업예정자는 지원 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합격자는 2023년 

4월 19일까지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명서)와 최종 성적증명서를 

수학대학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성적증명서와 공식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명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성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격 취소(장학금 반납)

  ○ 추천서는 지원자의 학업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추천인* 에게 받아야 

하며, 추천인이 봉투에 서명하고 밀봉하여 지원자에게 전달

    * 추천서는 지도교수, 학과장, 전공 분야 전문가 등의 국문 또는 영문 추천서를

제출하며, 근무기관에서 추천서를 받을 경우 연구능력과 전공 분야의 전문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추천서 1부 제출

※ 봉인되지 않은 추천서는 불인정하며,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

  ○ 국적 증빙자료는 일본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여야 하며, 지원자와 

지원자 부모의 가족관계를 알 수 있고, 지원자와 지원자 부모가 

일본 국적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국적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예시

- (지원자와 지원자 부모가 같은 호적에 있는 경우) 지원자(본인) 호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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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와 지원자 부모의 호적이 각자 다른 경우) 지원자(본인)의 호적등본과

지원자 부모의 여권 사본

- (지원자와 지원자 부모의 호적이 각자 다르며, 부모의 여권이 없는 경우)

지원자(본인)의 호적등본과 지원자 부모의 호적등본

    ※ 일본 정부 발행 공식 국적 증빙 서류와 여권 사본은 번역본 및 공증 불필요

  ○ 모든 지원 서류는 A4 규격으로 제출

    ※ 서류가 A4 규격보다 작을 경우에는 별도의 A4용지에 부착하여 제출하고,

규격보다 클 경우에는 A4 규격에 맞도록 접어서 제출

  ○ 지원자는 제출 서류를 지원서 첫 장에 있는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해야 하며, 각 제출 서류의 오른쪽 상단에는 체크

리스트에 있는 번호와 제목을 기재(예: 7. 학사 학위 증명서 원본)

  ○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한 

지원서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불합격 처리

  ○ 입학 전형 시 지원 대학 또는 학과 방침으로 추가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지원 대학에 확인)

  ○ 지원 시 제출한 서류 및 기록물 일체는 반환 불가

VI. 선발 절차

지원서 접수

⇨

1차 전형
(후보자 선발)

⇨

장학생 추천

⇨

2차 전형
(선발 심사)

⇨

합격자 발표

한국 수학대학

(22교)

한국 수학대학

(22교)
한국 수학대학→ 

국립국제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마감일:
대학별로상이

∙선발주체:
수학대학
∙선발인원:
대학별 3명

∙추천인원:
대학별 3명

∙선발주체:
국립국제교육원

∙선발인원:
대학구분없이
총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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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희망 대학 및 전공 선택

  ○ 지원 가능 대학 및 모집 분야에 기재된 22개 대학 중 1개의 대학을 

선택(전공 포함)하여 지원(중복지원 불가)

  ○ 지원 가능 대학과 전공 분야에 대한 세부 정보는 각 대학의 모집 공고 참고

 2. 지원서 접수

  ○ 지원서 접수 기관: 국내 22개 수학대학

※ 22개 대학 중 두 곳 이상에 중복지원한 자는 불합격 처리

  ○ 제출 마감일: 지원서 접수 기관인 각 대학이 결정하여 공지

※ 지원자는본인이지원하고자하는대학의 마감일을 확인하여기한내에서류제출

 3. 선발 단계 및 절차

1차 전형
대학에서 지원 서류를 접수하여 국립국제교육원 선발기준을
참고로 심사한 후 장학생 후보자 추천

  ○ (전형 일시) 추천 기한(’22. 11. 30.)을 고려하여 대학별 자체 결정

  ○ (심사 방법) 서류 심사, 면접 심사*

* 대학별 선발계획에 따라 실시 여부 및 방법 결정

  ○ (선발 인원) 대학별 3명 이내

  ○ (후보자 추천) 1차 전형 통과자의 지원 서류를 2022년 11월 30일까지 

대학에서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송부

2차 전형
1차 전형에서 추천된 장학생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국립국제
교육원에서 심사하여 최종 선발

  ○ (전형 방법) 대학에서 추천한 장학생 후보자의 지원 서류를 근거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최종 선발

  ○ (선발 인원) 총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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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검진서 제출) 2차 전형 합격자는 지망 대학에 입학이 확정

되며, 국립국제교육원에 의사발급 건강진단서(개별 메일 안내) 제출

 4. 시기별 선발 일정

2022. 10월∼11월
지원서 접수
- 마감일: 각 대학에서 결정하여 공지
- 지원서 제출: 희망 대학에 마감일까지 제출


2022. 10월∼11월 1차 전형

- 실시기관: 지원 가능한 국내 22개 대학에서 심사


2022. 11. 30.
장학생 후보자 추천
- 대학에서 실시한 1차 전형 통과자의 지원 서류를
국립국제교육원에 제출


2022. 12월 초 2차 전형

-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최종 심사


2022. 12. 19.
합격자 발표
- 국내 대학에 합격자 명단 통보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 공지


’22. 12. 20. ∼ ’22. 12. 21.

합격자 안내
- 국립국제교육원 초청장, 장학생 유의사항, 건강진단서(양식),
개인정보동의서(양식) 송부


’22. 12. 22. ∼ ’23. 1. 7. 건강진단서 결과 제출

- 건강진단서(일본병원 발행) 결과 이메일로 제출(개별)


2023. 1월∼2월

비자 신청*((D-2) 또는 (D-4))
* (D-2) 석박사 학위과정 진학자, (D-4) 예비교육과정 진학자
- 신청 장소: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 혹은 영사관
- 신청 서류: 비자신청서, 초청장, 여권 등


2022. 1월∼2월

한국행 항공권 발권
- 수학대학에서 장학생 항공권 구입 및 입국 일정 알림
- 입국에 필요한 추가 안내사항 별도 공지(수학대학)


2022. 2월 중 장학생 한국 입국


2023. 3. 1. 대학별 개강 및 과정 시작

※ 입국 후 건강검진은 수학대학에서 실시


2022. 3월 중
국립국제교육원 오리엔테이션*(예정)
* COVID19로 취소될 경우 대학을 통해 안내
- 대학별 오리엔테이션은 자체 일정에 따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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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장학금 지급 기간

 1. 박사 학위 과정: 총 4년(2023. 3. 1.～2027. 2. 28.)

  ○ 예비교육과정: 1년(2023. 3. 1.～2024. 2. 29.)

  ○ 학위과정: 3년(2024. 3. 1.～2027. 2. 28.)

 2. 석사 학위 과정: 총 3년(2023. 3. 1.～2026. 2. 28.)

  ○ 예비교육과정: 1년(2023. 3. 1.～2024. 2. 29.)

  ○ 학위과정: 2년(2024. 3. 1.～2026. 2. 28.)

※ 학위과정 장학기간(석사 2년, 박사 3년) 연장 불가

※ 예비교육과정이 면제된 경우에도 학위과정 장학 기간은 변동 없음

※ 대학별ㆍ학과별 학위과정 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원 전 확인 필요

 3. 참고사항

  ○ 모든 장학생은 합격한 수학대학에서 예비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학위과정에 진학 가능

  ○ 예비교육과정은 한국어, 한국문화, 전공 기초, 연구계획서 작성 등 

대학별 자체 교육과정으로 운영

  ○ 예비교육과정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을 취득한 자만 학위 

과정 진학 가능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미취득 시 장학생 자격 취소

  ○ 지원 당시 TOPIK 5급 이상 소지자의 경우 학위 과정 진학 가능(예비

교육과정 면제)

※ 유효한 TOPIK 성적증명서(2022.11.30.기준)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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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장학금 지급 내역

(N: 국립국제교육원, U: 수학대학)

구분
입ㆍ출국
항공료

정착
지원금

생활비 보험료
논문
인쇄비

귀국
준비금

예비교육
수업료

등록금

지급
액

실비
(항공권)

20만원
(1회)

예비교육과정
100만원(월)/
학위과정
120만원(월)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료(월)
or

민간보험료
2만원(월)

80만원이내
실비
(1회)

10만원
(1회)

전액
N 400만원(연)
U 초과분

전액
N∼500만원
U 초과분

시기 최초입국/
최종귀국 최초입국 매월초 매월초 논문제출시 최종귀국 학기초

(연2회)
학기초
(연2회)

지급
절차 국립국제교육원→수학대학→장학생 국립국제교육원→수학대학

  ○ 항공료

    -  (한국 입국)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일반석 항공권

※ 장학생 선발 확정 통보일 현재, 학업(한국어연수, 학부, 석ㆍ박사과정)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한국에 체류 중인 자에게는 입국항공료 지급하지 않음

※ 일본 및 국내 이동 비용, 여행자 보험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일본 귀국) 한국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일반석 항공권

※ 귀국 항공료 지원은 학위 과정을 이수한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도

포기자는 귀국 항공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정착지원금: 입국 시 1회 20만원

  ○ 예비교육과정 수업료: 전액 지원

※ 단, 예비교육과정 중 TOPIK 3급 이상 미취득으로 인해 연장되는 6개월의 수업료

50%는 본인 부담

  ○ 학위 과정 등록금: 전액 지원

    -  국립국제교육원 지원 등록금 상한액은 5백만원이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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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입학금 면제

  ○ 생활비: (예비교육과정) 월 100만원, (석․박사 학위과정) 월 120만원

  ○ 보험료: 외국인유학생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되, 국민건강보험 

가입 전까지 민간보험료 지원

  ○ 논문인쇄비: 8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1회 지원, 영수증 등 관련 서류 제출 필수

  ○ 귀국지원금: 최종 귀국 시 10만원 지원

※ 수학종료보고서 및 지도교수의견서 제출 필수

IX. 기타 유의 사항

 1. 장학생 자격 포기와 취소

  ○ 최종 선발된 이후 포기하는 장학생에게는 귀국 항공료가 제공

되지 않으며, 추후 재지원 불가

  ○ 입국 후 3개월 이내 중도 포기한 경우, 장학금 전액(입국 항공료, 

정착지원금, 생활비, 예비교육과정 수업료(등록금), 의료보험료 등)을 반납

  ○ 예비교육과정 종료 후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미취득 시 

장학생 자격 취소

 2. 국내 체류 지원자

  ○ 한국에 체류 중인 자가 장학생으로 합격하는 경우, 비자 연장 및 

변경 등 체류 허가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며, 비자 

변경을 위한 출입국 항공료도 본인 부담

 3. 수학대학 및 지원 가능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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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 게재된 수학대학 

정보를 반드시 참고하여 해당 수학대학에 개설된 학과만 지원 가능 

  ○ 야간강의, 계절강의, 통신강의 등 일반대학원과 강의 형태가 다른 

대학원은 입학 불가

 4. 대학 및 학과 변경 제한

  ○ 지원자는 장학생 선정이 확정된 후 대학 및 학과 변경 불가

 5. 예비교육과정 기간 중 일시출국 불가 

  ○ 개인질병치료, 가족사망 등 특별한 사안 발생 시 수학대학에서  

     허가를 받아 학기 중 2주 이내, 방학기간 중 4주 이내 가능 

 6. 기타

  ○ 합격 후 포기자(미입국 포기, 재학 중 포기)와 장학기간 중 자격상실의 

경우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프로그램에 재지원 불가

※ (예외) 예비교육과정 이수 후 TOPIK 3급 이상 미취득으로 자격상실이 된

경우에 한해 5급 취득 시 재지원 가능 

※ 선발 일정 등 변경 가능

X. 문의 및 연락처

 1. 국내 수학대학(22교) 연락처 : 【참고2】 

 2.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국제장학센터

  ○ 이메일: niiedkjsp@korea.kr

  ○ 웹사이트: www.studyin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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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참고 1  GPA 백분율 환산표

4.0 Scale 4.3 Scale 4.5 Scale 5.0 Scale 100 Points
Scale

3.97 ～ 4.0 4.26 ～ 4.3 4.46 ～ 4.5 4.95 ～ 5.00 100

3.92 ～ 3.96 4.22 ～ 4.25 4.41 ～ 4.45 4.90 ～ 4.94 99

3.88 ～ 3.91 4.17 ～ 4.21 4.36 ～ 4.40 4.84 ～ 4.89 98

3.84 ～ 3.87 4.12 ～ 4.16 4.31 ～ 4.35 4.79 ～ 4.83 97

3.80 ～ 3.83 4.08 ～ 4.11 4.26 ～ 4.30 4.73 ～ 4.78 96

3.75 ～ 3.79 4.03 ～ 4.07 4.21 ～ 4.25 4.68 ～ 4.72 95

3.71 ～ 3.74 3.98 ～ 4.02 4.16 ～ 4.20 4.62 ～ 4.67 94

3.67 ～ 3.70 3.93 ～ 3.97 4.11 ～ 4.15 4.57 ～ 4.61 93

3.62 ～ 3.66 3.89 ～ 3.92 4.06 ～ 4.10 4.51 ～ 4.56 92

3.58 ～ 3.61 3.84 ～ 3.88 4.01 ～ 4.05 4.45 ～ 4.50 91

3.49 ～ 3.57 3.75 ～ 3.83 3.91 ～ 4.00 4.34 ～ 4.44 90

3.41 ～ 3.48 3.65 ～ 3.74 3.81 ～ 3.90 4.23 ～ 4.33 89

3.32 ～ 3.40 3.56 ～ 3.64 3.71 ～ 3.80 4.12 ～ 4.22 88

3.24 ～ 3.31 3.46 ～ 3.55 3.61 ～ 3.70 4.01 ～ 4.11 87

3.15 ～ 3.23 3.37 ～ 3.45 3.51 ～ 3.60 3.90 ～ 4.00 86

3.07 ～ 3.14 3.27 ～ 3.36 3.41 ～ 3.50 3.79 ～ 3.89 85

2.98 ～ 3.06 3.18 ～ 3.26 3.31 ～ 3.40 3.68 ～ 3.78 84

2.90 ～ 2.97 3.09 ～ 3.17 3.21 ～ 3.30 3.57 ～ 3.67 83

2.81 ～ 2.89 2.99 ～ 3.08 3.11 ～ 3.20 3.45 ～ 3.56 82

2.72 ～ 2.80 2.90 ～ 2.98 3.01 ～ 3.10 3.34 ～ 3.44 81

2.64 ～ 2.71 2.80 ～ 2.89 2.91 ～ 3.00 3.23 ～ 3.33 80

※ GPA(평점): Grade Point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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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참고 2  석․박사 학위과정 수학대학 연락처(22교) 

연번 대학명 연락처 서류 마감일

1
강원대학교 国立江原大学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tn1947@kangwon.ac.kr

☏ 82-33-250-7194
2022. 11. 11.(금)

2
건양대학교 建陽大学
Konyang University

yeseu15@konyang.ac.kr
☏ 82-41-730-5133

2022. 11. 11.(금)

3
경상국립대학교 慶尙國立大學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mk92@gnu.ac.kr

☏ 82-55-772-0274
2022. 11. 11.(금)

4
계명대학교  啓明大學
Keimyung University

jmcha@kmu.ac.kr
☏ 82-53-580-6254

2022. 11. 11.(금)

5
공주대학교 公州大学

Kongju National University
gks_oia@kongju.ac.kr
☏ 82-41-850-0862

2022. 11. 4.(금)

6
대구대학교 大邱大学

Daegu University
grad@daegu.ac.kr

☏ 82-53-850-5038
2022. 11. 16.(수)

7
덕성여자대학교 德成女子大學
Duks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duksung.ac.kr
☏ 82-2-901-8149

2022. 11. 4.(금)

8
동서대학교 東西大学
Dongseo University

parkjj@gdsu.dongseo.ac.kr
☏ 82-51-320-2093

2022. 10. 17.(월)

9
동아대학교 東亞大學
Dong-A University

bk1016@dau.ac.kr
☏ 82-51-200-6442

2022. 11. 16.(수)

10
배재대학교 培材大学
PaiChai University

yungyeom@pcu.ac.kr
☏ 82-42-520-5843

2022. 11. 11.(금)

11
부경대학교 釜慶大學校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shin@pknu.ac.kr

☏ 82-51-629-6915
2022. 10. 21.(금)

12
부산외국어대학교 釜山外国語大学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ykjung@bufs.ac.kr

☏ 82-51-509-5425
2022.11.11.(금)

1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科學技術大學校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waeun@seoultech.ac.kr
☏ 82-2-970-9218

2022. 11. 1.(화)

14
선문대학교 鮮文大學
SunMoon University

gradschool@sunmoon.ac.kr
☏ 82-41-530-2605

2022. 11. 18.(금)

15
성균관대학교 成均館大學校
Sungkyunkwan University

intlgrad@skku.edu
☏ 82-2-740-1728

2022. 10. 21.(금)

16
성신여자대학교 誠信女子大學校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s@sungshin.ac.kr
☏ 82-2-920-7058/7065

2022. 11. 11.(금)

17
순천향대학교 順天鄕大學

Soonchunhyang University
gradu.gs@sch.ac.kr
☏ 82-41-530-1177

2022. 11. 11.(금)

18
아주대학교 亞洲大學校

Ajou University
grad@ajou.ac.kr

☏ 82-31-219-2304
2022. 11. 3.(목)

19
연세대학교 延世大學校

Yonsei University

ysgrad@yonsei.ac.kr
gsis@yonsei.ac.kr

☏ 82-2-2123-3228/8484
2022. 10. 25.(화)

20
전북대학교 全北大學

Jeonbuk National University
outbound@jbnu.ac.kr
☏ 82-63-270-4964

2022.11. 22.(화)

21
한국해양대학교 韓國海洋大學

National Korea Maritime&Ocean University
jung0824@kmou.ac.kr
☏ 82-51-410-5120

2022. 11. 11.(금)

22
호서대학교 湖西大學校

Hoseo University
kdw@hoseo.edu

☏ 82-41-540-9715
2022. 11. 4.(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