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학년도 후기대학원
외국인모집Guideline

아주대학교일반대학원



1. 모집일정

구분 1차모집 2차모집

원서접수 2017. 4. 18(화) ~ 5.8(월) 2017. 6. 8(목) ~ 6.22(목)

서류제출마감일 2017. 5. 10(수) 17:00 2017. 6. 23(금) 17:00

면접전형 2017. 5. 15(월) ~ 5.23(화) 2017. 6. 29(목) ~ 2017.7. 7(금)

합격자발표 2017. 6. 7(수) 2017. 7. 20(목)

등록 (등록금 납부) 2017. 7. 12(수) ~ 7.14(금) 2017. 8. 1(화) ~ 8.3(목) 예정



2. 모집절차

1. 모집과정, 모집학과 확인

• 대학원홈페이지내신입학-외국인입학-학과안내 에서모집학과및과정, 영어수업제공여

부확인

• 지원학과주임교수와e-mail 등으로입학상담받은후지원권장 (의학과, 의생명과학과,  약

학과, 미디어학과, 라이프미디어학과, 에너지시스템학과, 전자공학과, 교육학과, 시스템공학

과 지원자의경우입학상담의무, 타 과는의무사항은 아님)

• 학과장또는주임교수e-mail을 통해문의 가능.

2. 온라인원서접수및입학지원서류 제출

• 대학원홈페이지팝업창내배너를통해온라인입학지원가능(원서접수 기간에만접속 가능)

• 온라인원서접수완료후입학지원서출력가능. 우측하단에재정보증인서명필히 기재.

• 입학지원제출서류를정해진기한내에대학원교학팀(율곡관 305호)으로 우편또는방문제

출. 서류제출마감일까지의도착분에한하여 인정



3. 학과면접전형진행및 심사

• 전형방법 : 서류심사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후, 학과별로전형일기간내대면, 전화, 이메일면접등실시

예정.

• 면접전형관련사항은학과별로지원자에게개별연락예정. 면접관련 문

의는해당학과사무실로연락 요망.

• 대학원위원회심의를통해대상합격자 선발

4. 합격자발표

• 합격자발표당일오후에합격자조회가능. 대학원홈페이지내 입학공

지사항에합격자리스트게재 예정.

• 대학원홈페이지입학공지사항내합격자유의사항 확인



5. 표준입학허가서발급

• 합격자에한하여이메일을통해체류지주소 확인

• 합격자유의사항및비자신청관련서류(표준입학허가서 포함) 합격자 전원에게

이메일개별 발송.

• 해외체류중인합격자에게는주소확인후비자발급을위한원본서류우편발

송.

6. 등록

• 등록기간은행업무시간(SC제일은행, 09:30~16:30) 내에등록금및외국인보

험료납부

• 등록기간내등록금미납시입학취소로 간주

• 해외체류자에한하여등록금납부연기신청가능. 단, 등록금납부연기신청서

제출의무. 등록금납부연기신청서미제출시입학취소 처리.



7. D2 유학비자신청

• 해외체류중인비자발급대상자 : 등록금납부연기신청서제출의무. 비자

발급관련서류우편송부. 본인이재외공관에방문하여사증발급신청. 필

요서류는체류지내한국영사관에서확인가능. 비자발급후기숙사입사

일정에맞춰입국.

• 국내체류중인비자연장대상자또는체류자격변경대상자 : 등록금납부

이후, 비자변경및비자연장에필요한서류를대학원교학팀(율곡관305호)  

으로제출. 필요서류는합격자에게개별연락예정. 합격자서류일괄취합

후, 대학담당자가출입국사무소에신청

• 사증관련세부사항은출입국관리사무소(전화 : 1345)에 문의및 외국인을

위한전자정부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http://www.hikorea.go.kr/


8. 수강신청및개강준비

• 기숙사입사희망자는해당신청기간내기숙사입사신청. (http://edorm.ajou.ac.kr)

• 학번부여(대학원홈페이지입학공지사항참조) 후AIMS 포탈시스템

(http://portal.ajou.ac.kr)에 ID 생성

• AIMS 포탈로그인을통해수강신청기간내수강신청및개인정보이용동의후 학생증

신청

• 등록금납부연기신청자는입국후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제일은행) 가상계좌를통

해등록금납부

• 학생증은각학과사무실에서수령 가능.

• 외국인신입생오리엔테이션참석및개강 준비

• 외국인등록대상자 : 대한민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교내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 신청하여야 함. 결핵

고위험 국가 출신 학생인 재외공간 사증발급 신청 시 건강검진(결핵검사) 결

과 제출 의무이며, 외국인 등록 시 건강검진(결핵검사) 결과 제출 면제

http://edorm.ajou.ac.kr/
http://portal.ajou.ac.kr/


• 수원영통보건소 가는방법 →

결핵고위험국가16개국

• 네팔,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

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총 16개국

결핵건강검진확인서 (영통보건소발급)

• 영통구보건소주소 : 수원시영통구영통동961-18 (전화번호 : 031-228-8715)

• 업무시간 :09:00 ~ 12:00, 13:00 ~ 18:00

• 교통수단 : ①버스이용 (720-1번 버스) - 아주대학교정문에서720-1번 버스탑승후법원가사과/동수원등기소

정거장에서하차②택시이용- 20분 내외소요, 택시비약 9,000원

• 준비사항 : ①여권또는외국인등록증②사진1장(흰 배경, 3cm*4cm) ③표준입학허가서또는 재학증명서

• 처리기간 :2 ~3일 소요

• 검사비용 : 지정16개국 출신자– 2,000원 / 그외국가출신자 :6,000 원



3. 모집학과





4. 온라인원서접수방법

대학원홈페이지(http://grad-e.ajou.ac.kr)접속

배너클릭→

http://grad-e.ajou.ac.kr/


4. 온라인원서접수방법

지원하고자하는과정에해당하는배너클릭

←석사과정

←박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4. 온라인원서접수방법

아래버튼클릭

회원가입을위한
개인정보입력

작성완료후Sign Up 버튼클릭



4. 온라인원서접수방법

로그인

지원하고자하는과정
확인후해당배너클릭

→

http://www.studyinkorea.go.kr사이트접속

http://www.studyinkorea.go.kr/


4. 온라인원서접수방법

클릭하여모집요강확인및
입학지원관련내용확인

클릭



4. 온라인원서접수방법

아래의모집학과리스트상에서
지원하고자하는학과선택

동의체크
클릭



4. 온라인원서접수방법

위내용작성후Next 버튼
클릭

지원자
개인정
보 입력
→

지원자 연
락처정보
입력→

위내용작성후Next 버튼
클릭



4. 온라인원서접수방법

지원자
학력사
항 입력
→

← 지원자 추
가정보입력

위내용작성후Next버튼
클릭

위내용작성후Next버튼
클릭



4. 온라인원서접수방법

사진찾기

사진업로드
→  

클릭

사진등록후, Next 버튼클릭

입력사항총괄
검토



4. 온라인원서접수방법

제출버튼클릭후 팝
업창확인버튼클릭

제출버튼클릭

확인버튼
클릭



4. 온라인원서접수방법

클릭

온라인원서접수후
본인접수목록에서Print 버튼클릭

※ 입학지원서출력후지원서포함하여제출서류를대학원교학팀으로제출하시기바랍니다.

↑ 위버튼클릭후입학지원서출력

입학지원서상우측하단에
재정보증인서명필요↓



5. 입학지원제출서류

1. 입학지원서

• 온라인원서접수완료후, 입학지원서 출력

• 입학지원서우측하단에재정보증인의유학경비보증서약서명필히 기재

2. 컬러사진1매

• 컬러사진1매 (3.5cm*4.5cm, 흰색바탕 배경)

3. 성적증명서원본1부

• 석사과정지원자 : 대학교성적증명서 1부

• 박사과정지원자 : 대학교성적증명서1부, 대학원성적증명서 1부

* 원본제출(총 평점(4.0/4.3/4.5 만점 기준) 또는 전체 성적 백분율 값 표시되어야 인정됨)

4. 졸업증명서원본1부

• 석사과정지원자 : 대학교졸업증명서 1부

• 박사과정지원자 : 대학교졸업증명서1부, 대학원졸업증명서 1부



4.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석사 : 대학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박사 : 대학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1. 중국대학 출신 지원자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생 학력학위 등 인증보고서 원본(영문) 제출

(www.cdgde.cn)
- 졸업증명서에 주중 한국영사관 또는 주한 출신학교 소재지 국가 공관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제출

2. 중국을 제외한 국가 출신자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학력) 입증서류
- 출신학교가 위치한 국가의 한국영사관 또는 주한 출신학교 소재지 국가 공관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5. 학업계획서

• 학업계획서(소정양식) : 학업계획서는A4용지3매정도로제출(홈페이지양식참조)

http://www.cdgde.cn/


6. 입학사전상담확인및의견서

• 의학과, 의생명과학과, 약학과, 미디어학과, 라이프미디어학과,에너지시스템학과, 전자공학과, 
교육학과, 시스템공학과 지원자에 한함
• 사전상담 교수 작성/제출

7. 추천서

• 출신학교교수연락처및서명포함, 자유양식

8. 재정능력 입증서류

• $20,000 이상의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예금 잔고증명서(1개월 이상 동결, 최근 1개월 내 발

급받은 서류만 인정)

* 재정보증인이 부모 혹은 배우자일 경우 재정보증인과의 관계증명서 제출 및 입학지원서 상

의 재정보증인란에 서명 날인)

• 외부장학금 수혜자 : 장학금 지급 예정 증명서(학비, 생활비 충당)

• 재정보증인이 본교 교원일 경우 : 제출 필요 없음 (합격 시 비자 발급을 위해 소속 학과에서 연

구비 생활비지원 증명서, 지도교수 재직증명서, 연구과제 관련 증명서 등 준비 예정)



9. 여권사본1부

• 본인여권사본1부

• (부모님 여권있을 경우) 부모님여권사본각 1부

10. 외국인등록증사본1부

•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앞, 뒷면) : 한국에거주중인 외국인에 한함.

11. 공인어학능력성적표1부

• 공인어학능력성적표(영어 또는한국어) – TOEFL, IELTS, TEPS,CEFR 또는TOPIK

12. 외국국적관련증명서

• 부모님의국적관련증명서(시민권, 주민증등) 각 1통

• 가족관계입증서류 (중국학생의 경우, 친족관계증명서공증본또는 호구부 공증본)



13. 한국어학당4학기 이상수료증명서

• 아주대학교한국어학당4학기 이상수료증명서 : 아주대학교한국어학당에서4학기 이상수료한경우

에한함.

아주대학교일반대학원주소(서류제출장소)

• 제출서류는접수마감일 : 2017. 5. 10(수)까지 도착분에한함 (우편또는방문제출)

• 주소 : 16499 경기도수원시영통구월드컵로206 아주대학교일반대학원율곡관 305호

• 이메일 : grad@ajou.ac.kr / mijlee@ajou.ac.kr/ lufuyou@ajou.ac.kr

mailto:grad@ajou.ac.kr
mailto:mijlee@ajou.ac.kr
mailto:mijlee@ajou.ac.kr


6. 학과별연락처
학과 학과장메일주소 학과전화번호

기계공학과 hyunkim@ajou.ac.kr 031-219-2336

환경공학과 msh@ajou.ac.kr 031-219-2329

산업공학과 scpark@ajou.ac.kr 031-219-2416

화학공학과 edpark@ajou.ac.kr 031-219-2381

건축학과 kyuinlee@ajou.ac.kr 031-219-2400

건축공학과 kyuinlee@ajou.ac.kr 031-219-2400

시스템공학과 keuiwhan@ajou.ac.kr 031-219-3579

건설교통공학과토목공학전공 conc@ajou.ac.kr 031-219-1534

도시개발학과 jeekim@ajou.ac.kr 031-219-2400

응용생명공학과 sybyun@ajou.ac.kr 031-219-3579

분자과학기술학과 bunyeoul@ajou.ac.kr 031-219-1593

의약생명정보시스템 ppark@ajou.ac.kr 031-219-3579

의용공학과 kdp@ajou.ac.kr 031-219-3579

전자공학과 cwlee@ajou.ac.kr 031-219-1877

컴퓨터공학과 syoh@ajou.ac.kr 031-219-2645

미디어학과 dbdip@ajou.ac.kr 031-219-3646

※ 면접전형관련사항은학과별로지원자에게개별연락예정.  
면접관련문의는해당학과사무실로연락 요망.

mailto:hyunkim@ajou.ac.kr
mailto:msh@ajou.ac.kr
mailto:scpark@ajou.ac.kr
mailto:edpark@ajou.ac.kr
mailto:kyuinlee@ajou.ac.kr
mailto:kyuinlee@ajou.ac.kr
mailto:gnwang@ajou.ac.kr
mailto:myhan@ajou.ac.kr
mailto:jeekim@ajou.ac.kr
mailto:sybyun@ajou.ac.kr
mailto:bunyeoul@ajou.ac.kr
mailto:ppark@ajou.ac.kr
mailto:ykkim@ajou.ac.kr
mailto:cwlee@ajou.ac.kr
mailto:syoh@ajou.ac.kr
mailto:joony@ajou.ac.kr


Department E-mail of Chief of department Phone of Department office
우주전자정보공학과 cwlee@ajou.ac.kr 031-219-3577

라이프미디어협동과정 drghoh@ajou.ac.kr 031-219-3646

NCW학과 jaslim@ajou.ac.kr 031-219-2990

수학과 chosj@ajou.ac.kr 031-219-2553

물리학과 diyeom@ajou.ac.kr 031-219-2553

화학과 hkang@ajou.ac.kr 031-219-2553

생명과학과 jsjlee@ajou.ac.kr 031-219-2553

경영학과 sungmj@ajou.ac.kr 031-219-2705

경영정보학과 mckang@ajou.ac.kr 031-219-2705

금융공학과 gshim@ajou.ac.kr 031-219-3661

국어국문학과 tjfh92@ajou.ac.kr 031-219-2802

영어영문학과 miehkim@ajou.ac.kr 031-219-2802

문화콘텐츠학과 min2kimp@ajou.ac.kr 031-219-2802

디지털휴머니티융합학과 kmaru@ajou.ac.kr 031-219-2802

경제학과 hgchoi@ajou.ac.kr 031-219-2732

응용사회학과 hansuny@ajou.ac.kr 031-219-2736

정치외교학과 leew@ajou.ac.kr 031-219-2792

법학과 pinepath@ajou.ac.kr 031-219-3779

의학과 kimbg@ajou.ac.kr 031-219-5014

의생명과학과 kimbg@ajou.ac.kr 031-219-4527

간호학과 mhyun@ajou.ac.kr 031-219-7009

약학과 shkim67@ajou.ac.kr 031-219-3432

에너지시스템학과 khkim@ajou.ac.kr 031-219-2207

교육학과-교육과정및평가 kynam@ajou.ac.kr 031-219-2097

교육학과-교육상담및심리 kmee@ajou.ac.kr 031-219-2097

교육학과-평생교육및HRD cus@ajou.ac.kr 031-219-2097

mailto:jkim@ajou.ac.kr
mailto:drghoh@ajou.ac.kr
mailto:drghoh@ajou.ac.kr
mailto:drghoh@ajou.ac.kr
mailto:diyeom@ajou.ac.kr
mailto:hyjang2@ajou.ac.kr
mailto:sido@ajou.ac.kr
mailto:sungmj@ajou.ac.kr
mailto:mckang@ajou.ac.kr
mailto:gshim@ajou.ac.kr
mailto:cho2002@ajou.ac.kr
mailto:jihaekang@ajou.ac.kr
mailto:min2kimp@ajou.ac.kr
mailto:min2kimp@ajou.ac.kr
mailto:kimdongg@ajou.ac.kr
mailto:mwnho@ajou.ac.kr
mailto:wjmoon@ajou.ac.kr
mailto:pinepath@ajou.ac.kr
mailto:kimbg@ajou.ac.kr
mailto:kimbg@ajou.ac.kr
mailto:mhyun@ajou.ac.kr
mailto:khkim@ajou.ac.kr
mailto:khkim@ajou.ac.kr
mailto:kynam@ajou.ac.kr
mailto:km@ajou.ac.kr
mailto:cus@ajou.ac.kr


7. 캠퍼스안내도



고맙습니 다:)
아주대학교일반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