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국제학대학원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모집요강
Admissions Guideline for Yonsei GSIS
Bachelor & Master's Accelerated Degree Program

모집과정·전공 및 모집인원
 모집과정: 석사과정
 모집전공: 한국학전공/국제학(국제협력전공/국제통상경영전공)
 모집 인원: 연간 10명 이내

지원자격
 지원자격: 학부 2학년(4학기)을 수료하고, 전학년 평량평균이 3.3/4.3 이상인 자
※ 일반편입자, 학사 편입자, 학사 경고자, 제1전공이 4학년 2학기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지원가능기간: 4학기 수료 후 – 8학기 진입 전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생 특전
 입학전형
국제학대학원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에 합격한 학생은 추후 별도의 입학시험 없이 학부 졸업 후 국제학대학원에 진학
하여 석사학위 과정 절차를 밟아 학위를 취득하게 됨.

 학위취득기간 단축
학부 졸업 및 대학원 수료 필요학점 조기 취득 가능

 장학금 수혜
국제학대학원 입학 시 학부 총 평량평균에 따라 ‘연계과정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며, 장학금 지급 기준 및 금액은 연
계과정 합격 결과와 함께 공지함
국제학대학원 입학 후 매 학기 학업성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연계과정 장학금’을 차등 지급함

전형방법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합격자를 선발
서류심사 평가는 학부성적, 학업 및 연구계획서, 공인영어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함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 절차
신청서 다운로드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

일

정

비

~ 2021. 2. 5.(금)
2021. 2. 3.(수) ~ 2021. 2. 5.(금),

고

소정양식
국제학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국제학대학원 행정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신촌캠퍼스 새천년관 510호)

09:00 ~ 17:00

개별 이메일 공지

2021. 2. 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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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제출 서류

부 수

비

고

1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신청서

1부

2

학업 및 연구계획서(영문)

1부

소정양식,

3

소속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서(영문)

각 1부

국제학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Agreement for Collection and Use of

4

Personal Data Ⅱ [Form 9]

1부

5

학부 성적증명서

1부

-

6

공인영어성적 증명서 원본

1부

TOEFL, TOEIC 또는 IELTS

7

기타 경력 및 수상 증빙 서류

-

해당자만 제출

유의 및 안내사항
 자격 유지
연계과정에 합격한 학생은 매 학기 평량평균 3.3/4.3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만약 성적이 미달할 경우에는 연계과
정이 중단됩니다.

 수강 신청
연계과정에 합격한 학생은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하고, 대학원 과목을 학기당 최대 6학점, 총 12학
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학원 과목 이수학점은 학부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대학원 진학 후에 석사과정 성적 및 졸업학점으로
인정됩니다(연계과정 중단시, 대학원 취득학점을 학부 취득학점으로 변경 불가).
※ 연계과정에 합격한 학생이 대학원 과목을 수강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신청서(국제학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
드)를 작성하여 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수강변경마감 전까지 소속 캠퍼스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학원 입학
- 조기졸업자: 7학기까지의 전학년 평량평균이 3.75/4.3 이상인 자
- 일반졸업자: 8학기 이수 후 전학년 평량평균이 3.3/4.3 이상인 자

기타 문의
홈페이지: http://gsis.yonsei.ac.kr
이메일: gsis@yonsei.ac.kr
연락처: 02-2123-3293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510호 국제학대학원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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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S
 Degree: Master’s Degree
 Programs: Korean Studies Program
Global Studies(International Cooperation, International Trade, Finance and Management)

ELIGIBILITY
 Students in undergraduate programs at Yonsei
 Students who have completed 4 - 7 semesters and have a cumulative GPA of 3.3/4.3 or above
 Students who are recommended by the advising professor and dean of his/her department
 Students who have transferred or students who have received an academic warning are not
eligible to apply.

SCHOLARSHIPS AND OTHER ADVANTAGES
 If all the graduation requirements are fulfilled, the students can obtain both a bachelor's and

master's degree within 5 years (bachelor 3.5 years + master 1.5 years).
 Students admitted to the program will be able to pursue a master's degree upon completing their
bachelor's degree without taking the entrance exam.
 Admitted students will receive the Accelerated Degree Program Scholarship depending on the
admission evaluation up to the 3rd semester of the master’s program. Scholarship details will be
announced together with the admission result.

ADMISSIONS CRITERIA
 Admissions decisions are based on the overall strength of the candidate’s application, including
academic achievement and potential as well as personal accomplishments.

ADMISSIONS SCHEDULE

Step

Timeline

Application Form
Download

~ February 5, 2021

Submission of
Documents
Final
Announcement

Details
Please download the application at
http://gsis.yonsei.ac.kr

New Millennium Hall Room No. 510,
February 3, 2021 ~ February 5, 2021, Office of Graduate School of
09:00 ~ 17:00
International Studies
(신촌캠퍼스 새천년관 510호)
February 23, 2021

via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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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S
비

Documents
1

Application Form

2

Statement of purpose(in English)

3
4

고

Please download the application at
http://gsis.yonsei.ac.kr

Two letters of recommendation
※ Recommendation letters: One must be from the advising
(in English)
professor and the other from the program chair of the
Agreement for Collection and Use of department.
Personal Data Ⅱ [Form 9]

5

Official Bachelor’s Transcript

6

Official English Proficiency Test Score

7

Awards / Publications / Experiences

TOEFL, TOEIC or IELTS
optional

IMPORTANT INFORMATION FOR ADMITTED STUDENTS
 Students who are admitted to the program must maintain a minimum GPA of 3.3/4.3 or above
each semester. If they fail to do so, they will be withdrawn.
 Students who are admitted to the program can take up to 24 credits per semester while enrolled in
an undergraduate program. Those 24 credits can include a maximum of 6 credits from GSIS.
Students are able to obtain total of 12 credits from GSIS while enrolled in an undergraduate
program.
 The credits earned from GSIS are not included in the total required credits to complete
undergraduate work and the grades are not included in calculating undergraduate GPA. The credits
earned from GSIS will be transferred after the students enter the master's degree program. If the
students are withdrawn from the program, the credits earned from GSIS cannot be transferred to
the credits required for their undergraduate program.
 If all the graduation requirements are fulfilled, students can obtain their bachelor's degree and start
their master's degree program after completing a minimum of 7 semesters. If not, students are
required to attend additional semesters.
CONTACT US
Website: http://gsis.yonsei.ac.kr
Email: gsis@yonsei.ac.kr
Tel: 02-2123-8484
Mailing Addres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New Millennium Hall #510,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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