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열 학과 석사 박사 비고 (지원자격요건, 세부 전공,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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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정보학협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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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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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Department Master's Doctoral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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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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