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전기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
중국어 석·박사학위과정

신입생 추가 모집안내
대상학과 및 과정

경영학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전형일정

구분
원서접수

학사 운영

일정
2018. 12. 24(월) ~
2019. 01. 11(금) 16:00까지

비고
●
●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단, 외국인 및 편입학은 방문접수만 가능
- 방문접수 : 가천대학교 대학원 행정실(대학원동 102호)
우편접수는 우편소인 포함 2019년 01월 11일(금) 대학 도착분까지 접수
보내는곳 : (우)131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대학원 행정실(대학원동102호)

우편접수 및
첨부서류 제출

2018. 12. 24(월) ~

전형일시

2019. 01. 23(수)

합격자 발표

2019. 01. 31(목)

●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등록기간

2019. 01. 31(목) ~ 02.15(금)

●

합격자 확인후 고지서 출력하여 필히 해당기간 내 납부

2019. 01. 11(금) 16:00까지

●

석사 : 2년(24학점)

●

박사 : 3년(36학점)

●

●

고사장소는 2019년 01월 21일(월) 15:00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 국외체류중인 외국인은 서류심사만으로 전형함

※ 석사, 박사 마지막 1학기는 논문학기로 진행
※ 모든 수업, 논문 지도, 논문심사는 중국어로 진행
※ 논문작성은 중국어, 영어, 한국어 선택 가능
※ 재학 중 외국어 시험, 전공 종합시험(중국어로 출제) 합격 후 논문심사
※ 졸업 전 가천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에서 개설하는 한국어 강좌 1과목, 한국문화 강좌 1과목 수강 필수(수강료는 무료)
- 성적우수자(평균평점 3.5/4.5 이상)는 외국어시험 대체가능

지원자격

학사(석사과정) 또는 석사학위(박사과정) 취득자

제출서류

외국인전형 입학자 제출서류와 동일
※ 단, 한국어능력시험(3급) 또는 영어능력시험(TOEFL PBT 530점, CBT197, iBT71, IELTS5.5, CEFR B2, TEPS600)
증명서 미제출

등록금 및 장학금

입학금 : 907,000원
수업료 : 석사 451만원/학기, 박사 465만원/학기
장학금 : 대학원 별도기준에 의거하여 논문학기(석사 4차, 박사 6차)에 장학금 75% 지급

기숙사
의료보험

희망에 따라 입사절차를 거쳐 기숙사 제공(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선택 및 사용기간 4개월 또는 6개월 선택 가능)
의료보험은 필수 가입 사항임, 단, 본인 희망에 따라 단체보험 가입 가능(12만원/1년)

세부 모집사항
지원자격 세부내용

입학 관련 세부사항은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게재 모집요강 참조

구분

지원자격

석사과정

●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2019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입학 후 한국어강좌 및 한국문화강좌 수강을 이수하는 학생에게는 한국어 능력시험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 가능함

박사과정

●

국내·외 석사학위 취득자 및 2019년 2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

입학 후 한국어강좌 및 한국문화강좌 수강을 이수하는 학생에게는 한국어 능력시험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 가능함

제출서류 세부내용

① 입학지원서(대학원 소정서식) 1부
② 학업계획서(대학원 소정서식) 1부
③ 학사졸업·석사학위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석사는 학사, 박사는 학·석사 졸업(예정) 증명서)
④ 학사·석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각 1부(석사는 학사, 박사는 학·석사 성적증명서)
⑤ 학력조회 확인서(대학원 소정서식) 1부
⑥ 여권 사본 1부
⑦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대한민국 거주자에 한함)
⑧ 사진(3.5×4.5㎝) 2매(국외 체류자에 한함)
⑨ 경력 및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중국대학지원자 추가제출 서류]
구분

		

입시 전형료

내용

① 학력인증서

인터넷 (http://www.chsi.com.cn)의 중국고등교육학력인증보고 원본 1부,
(http://www.cdgdc.edu.cn)의 학위인증서 원본 1부

② 신분 확인서

거민 신분증(본인) 사본 1부

③ 거민 호구부 사본
(국외 체류자에 한함)

●

④ 예금잔고증명서
(국외 체류자에 한함)

본인 또는 부모의 1개월 이상 계속 예치한 미화(U$) 20,000불 이상
(예치금 만기일은 4월 말까지 유효함)

●

常住人口公民身份号码登录表(전 가족 기재 분) 또는 常住人口登记卡索引表(전가족 기재 분)
개인별 常住人口登记卡(登录表 또는 索引表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전체)

석사 / 박사과정 : 8만원

		기숙사 비용

1) 1인실 : 277만원/학기(2019년 3월 1일부터 6개월), 188만원/학기(2019년 3월 1일부터 4개월)

		

2) 2인실 : 191만원/학기(2019년 3월 1일부터 6개월), 131만원/학기(2019년 3월 1일부터 4개월)

		

3) 3인실 : 158만원/학기(2019년 3월 1일부터 6개월), 109만원/학기(2019년 3월 1일부터 4개월)

		

4) 4인실 : 124만원/학기(2019년 3월 1일부터 6개월), 86만원/학기(2019년 3월 1일부터 4개월)

문의사항

 대학원 행정실 : TEL. +82-31-750-5024/5664 FAX. +82-31-750-5502
 입시 전형료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7-355205 (SWIFT CODE : SHBKKRSE)
 대학원 홈페이지 : http://www.gachon.ac.kr/major2/ilban
 대학원 글로벌경영학전공 중국어과정 담당자
이메일 주소 : chriskim@gachon.ac.kr (WeChat ID : a01097276077)
jiyunlee@gachon.ac.kr (WeChat ID : L01038369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