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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후기 국제대학원 입시 요강
 

1. 모집 과정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

2. 전공분야 및 모집정원

    * 국제금융 박사과정은 이번 입시에는 모집하지 않음.

3. 지원자격

 가. 일반전형: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학사(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본 대학원 입학일 이전 학사(석사) 

학위 취득예정자

  나. 특별전형: 외국인(본인 및 부모) 및 재외국민(초중고 전 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  

               직장 경력자(기업체 중간 관리자, 공무원, 군위탁생),  

               석사특차(본 국제대학원 교수의 간접 추천서 소지자)

  ※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은 평가항목 및 배점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형과정은 동일함.  

4. 입학설명회

• 일시(장소) : 2017년 4월 25일(화) 17:30 J517(정하상관)

5. 원서접수

 1)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가. 기간 : 2017년 5월 1일(월) 오전 9시 ~ 12일(금) 오후 5시<인터넷 접수>

  나. 방법 : 인터넷 접수(http://www.applybank.com)

 2) 서류제출

  가. 기간 : 2017년 5월 1일(월) 오전 9시 ~ 12일(금) 오후 5시<12시 ~ 1시 제외>

  나. 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다. 접수방법: 국제대학원 홈페이지 링크 화면에서 입학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우편접수시 기한 내 도착분만 유효) 



 

공통 필수 제출 서류 

1. 입학원서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내국인)

• 본 대학원 원서접수 페이지에서 온라인 입력 후 출력
• 사진 2매(출력한 원서의 사진이 흑백이거나 흐릴 경우에 한함)
• 수험표 페이지는 출력하여 수험표는 면접날 
  지참할 것. 사진대장란만 절취 후 원서와 함께 송부 

특별전형
(외국인)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원서 양식 다운로드, 
  타이핑 후 출력

2. 학업 증명서류 

석사과정 
• 학사과정 졸업(예정)증명서

 •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 편입학의 경우, 모든 전적 대학의 졸업 및 성적증명서 제출

박사과정 

• 석사과정 졸업(예정)증명서
 • 학사과정 졸업증명서
 •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 편입학의 경우, 모든 전적 대학의 졸업 및 성적증명서 제출

3. 영문 에세이 
• 내용: 지원동기, 연구계획 및 장래 포부 기술
       (A4 양식 2매, 줄간격 200, 글자크기 10)

전형별 추가 서류

 일반전형 특별전형 

 4. 영어 성적표 
    원본 1부
   (TOEFL, TOEIC,
    IELTS, TEPS 
    중 택일)

 ※ 영어권 지역 
    대학 졸업자 
    제외 

직장인
(군위탁생포함)

4.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 부

외국인 

4. 지도교수 추천서 2부(본교 양식)   
5. 영어 성적표 원본 1부(TOEFL, TOEIC, IELTS, TEPS 중 택일)  
   ※ 영어권 지역 대학 졸업자 제외 
6. 본인 여권 및 비자사본
   ※ 해외교포의 경우 부모 여권 사본 추가 필요)
7. 본인 은행잔고증명서($15,000 이상) 
   ※ 중국인일 경우 학위증과 졸업증 원본 및 인증서 필요 

재외국민
4. 초중고 및 대학 전 과정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외국에서 16년 이상 교육받은 한국인) 

특차전형
(석사과정)

4. 교수추천서(본교 양식)
   ※ 본 국제대학원 교수의 간접 추천서

  라. 접수장소: 전문대학원 행정팀(다산관[D관] 526호)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신수동) 서강대학교 전문대학원 행정팀 우) 04107

  마. 전 형 료: 80,000원<접수 수수료 포함>

6.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5월 24일(수) 오후 2시  홈페이지 혹은 이메일

• 면접 전형   5월 27일(토) 오전 9시  지원 전공 관련 영어 구술 면접

• 최종 합격자 발표  6월 14일(수) 오후 2시  홈페이지 혹은 이메일

• 등록금 납부(예정) 7월 18일(화)~21일(금)  본 대학원 지정 은행

7. 전형 방법 및 일정

 

8. 장학금

  가. 교내장학금: 입학성적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재학 중에도 기본 조건(본교 교내장학금 

      지급 기준 및 영어성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장학금을 지급함.

  나. 교외장학금: KOPEC, KIEP 등 여러 기업체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 수혜

  다. 특별장학생 제도

   입학성적이 탁월한 학생은 특별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입

   학에서부터 졸업 때까지 전액 장학금 지급(단, 학기당 9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석사 3.5, 박사 

   4.0 이상 유지) 

  

9. 수험생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일체의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경우 전형료의 

     일부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 

  나. 입학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 본 대학원 입학사정 원칙에 따릅니다.

 

10. 안  내

  [전화] 705-8753,8754  [팩스] 705-8755

  [E-mail] gsis@sogang.ac.kr

  [Homepage] http://gsis.sogang.ac.kr



 

Documents Notes

Common

Requirements

Application Form(typed) with 3 photos attached(3.5 x 4.5cm) (download from the website)

Recommendation forms from at least 2 professors should be sealed (download from the website)

Essay (about 2 pages) that enunciates the reason why the applicant is interested in GSIS program, 
the applicant’s life experience and future career plan.

Certificate of Graduation Diploma or a Certificate of pending degree

Original Official Transcripts 
of all undergraduate work 

of graduate work also needed for Ph.D. Applicant

Original English Test Score
TOEFL, TOEIC, TEPS, or IELTS 
※ If you graduated from the universities in the English speaking countries, 
you don't need to submit this test score. 

Color Copies of Passport & 

VISA
and Alien Registration Card (if an applicant has)

Original Statement 
of Bank Balance

at least $20,000 

* If the account holder is a family member or other person, please submit 
the ‘Statement of Financial Sponsorship’ with the account holder’s 
signature.

Application Fee※
80,000won or US$80.00 

※ The details are described below. 

Chinese

Applicants
卒業證 寫本 & 學位證 寫本

Notarized Certificates of Graduation & Degree both

WITH a Verification from 中國學位認證報告’(http://www.cdgdc.edu.cn)

or 中國高等敎育學曆査詢報告’ (www.chsi.com.cn) 

Information for Admission Application of Fall 2017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OGRAMS 

Sogang GSIS will recruit about OO students for Master and O students for Ph.D. degree programs in the four 
specialty areas, International Relations(including National Intelligence & Security Track),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Finance, Korea and East Asia).
※ Ph.D. program of International Finance application is not available for this semester. 

 QUALIFICATION

An applicant must have graduated or be expected to graduate from an accredited four-year college, university 
or equivalent before the semester for which the applicant intends to enroll. It means that you should graduate 
and receive your diploma & degree at least 1 month before entering. (For example, for spring (or fall) 
semester admission which starts from every March (September), you should receive diploma & degree until 
February (August)) In addition, an applicant must have a bachelor's degree(master's degree for Ph.D. Program) 
or evidence of equivalent. 
 

 IMPORTANT DATES

• Information Session: Jeong Hasang Hall(J517), 5:30 pm on April 25(Tue), 2017
• Deadline for Application : May 12(Fri), 2017
• Announcement of Documents Screening Results : 2 pm on May 24(Wed), 2017
• Interview for Admission : from 9 am, on May 27(Sat), 2017
※ The Interview will be conducted in English. The phone Interview is available if you are not in Korea.
• Announcement of Final Screening Results : 2 pm on June 14(Wed), 2017

 REQUIREMENTS

All documents should be written in English. If the original documents are not in English, then notarized 
translations must also be submitted. All the original documents must be brought when you come to Korea

for validation checking.



  CONTACT INFORMATION 

l Tel      +82-2-705-8753(or 8754)

l Fax     +82-2-705-8755

l Address  GSIS, D526, Sogang University,  #35 Baekbeom-ro(Sinsu-dong), Mapo-gu, Seoul, KOREA, 04107

l E-mail   gsis@sogang.ac.kr

l Website  http://gsis.sogang.ac.kr

 

• Name of Bank :  Woori Bank • Account No.: 1005-001-589268

• Swift Code of Woori Bank : HVBKKRSE • Account Holder : Sogang University

• Bank Address: Woori Bank Sogang University branch,

                Sogang University, #35, Baekbeom-ro(Sinsu-dong), Mapo-gu, Seoul, 121-742, KOREA

 
※ Application Fee Payment
   The applicant needs to transfer the fee to the below bank account. (The transaction commission fee is in 

your charge.) Please do not enclose the cash or the check in the application package since it might be lost. 
After you transfer the fee to the account, please email to gsis@sogang.ac.kr

   * KGSP students don't need to pay the application fee.

 OVERSEAS KOREANS

Below overseas Koreans can apply through the same process as the international students. 
  1.Those who have citizenship of foreign countries and both of whose parents have citizenship of foreign  
    countries(non-existent parent is not considerable)
    ※ Required Documents: The copies of citizenship certificate or passports of both parents
  2.Those who studied from elementary school up to university in foreign countries
    ※ Required Documents: The certificate of enrollment of all institutions

 SCHOLARSHIPS

All GSIS students who meet the certain academic standards are entitled to a tuition scholarship according to 
their performance in the admission process. From the 2nd semester, one of the scholarships(25%, 50%, 75%, 
100% of the tuition) is granted based on the GPA of the previous semester to every student who acquires 9 
credits or the above and who has a minimum cumulative GPA of 3.5(4.0 for PhD Program) on a scale of 4.3. 
For the GSIS scholarship, students who did not graduate from the university in the English speaking countries 
are required to submit the official English test result like TOEIC, TOEFL, TEPS, or IELTS with the certain 
required score during their first year at Sogang GSIS. Students can apply for TA or RA from the 2nd semester 
for the additional scholarship. There are also various opportunities for GSIS students to get scholarships from 
other institutes or companies such as NIIED, KOPEC, POSCO TJ Park Foundation, etc. 
*The scholarship rules may be applied differently for the PhD students. 

 INFORMATION FOR ACCEPTED STUDENTS

• Deadline for Paying Tuition : The last week of June, 2017

• Matriculation and Orientation : 4 pm on August 25(Fri), 2017

※ Information about VISA Issuance will be notified in July through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