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전기 대학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전형 신입생 모집요강

                                                                                2022. 9.

  

◎ 입학 문의 : 전남대학교 국제협력과

□ 전화 : 062-530-5952  FAX : 062-530-1269

□ E-mail : internia@jnu.ac.kr

□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 http://international.jnu.ac.kr

□ 주소 : (우편번호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G&R HUB 214호 국제협력본부

     ※ 전화 및 E-mail 문의 시 반드시 본인의 수험번호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mailto:internia@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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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1. 원서 접수 시 발행되는 수험번호로 합격자 발표 조회, 등록금 납부, 기숙사 신청 및 기타 작업이 가능하니 수험번호를 반드시 기록할 것

2. 인터넷 접수 완료 후에는 지원학과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하며 전형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단, 1. 천재지변 또는 2.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면접 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전

형료 전액 환불 가능. 환불 요청 시, 공식 정부 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사유서/증빙서류 원본 제출)

3. 전형 기간 중 모든 공지사항(합격자 발표 포함)은 본교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지원자는 전형기간 중 국제협력

과의 모든 제반 지시에 따라야 함. 공지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임.

4.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타 언어로 표기된 경우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공증본 원본

을 첨부해야 함.

5.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지원 시 서류 반환 불가에 동의함으로 간주함. 따라서 원본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

류(성적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경우 공증기관을 통해 공증을 받은 공증본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망. 최종학력입증서류

의 경우 학위증(또는 학위증 사본)에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  

6. 구비 서류 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모집요강 및 합격자유의사항에서의 요구사항 불이행, 주소 불명, 연락두절, 합격자 명단 

미확인, 입국 수속 절차 불이행 등으로 인한 불이익(합격 취소 등)은 지원자의 책임임.

7. 온라인 접수를 완료했더라도 서류 미비가 있을 경우 지원포기로 간주되오니 빠짐없이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며, 기한 내 모든 서류

가 도착하지 않은 지원자는 별도 통보 없이 불합격 처리. 송달과정의 사고는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8. 졸업예정자는 학위증의 효력을 입증하는 증명서(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등)를 2023. 2. 24.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됨. 기졸업자는 반드시 학위증의 효력을 입증하는 증명서(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등)를 지원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서류 미비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 

9. 제출 서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거나, 학력미달(해당국가 비인가 대학(원))로 확인될 경우, 입학전

후(졸업포함)를 불문하고 입학허가를 취소함. 

10. 전형 평가내용 및 전형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11. 합격 후 비자 신청 시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에 최종학력입증서류(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등)와 재정보증인의 은행잔고증명 (USD 

18,000 이상)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므로 비자 신청용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함. 

12.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 출신자 및 해당 국가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영어 언어자격 요건에서 면제됨. 

(영어 언어자격 요건 면제 대상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호주)

13.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 등록 시 합격이 취소됨

14.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15. 본 모집요강은 국문(한국어), 영어, 중문으로 작성되었으며, 해석이 상이할 경우 국문의 해석에 따름.

16. 최종합격자는 반드시 “합격자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의사확인서 제출해야함. 또한 등록금 

납부, 비자, 기숙사, 수강신청 등 모든 작업을 주어진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함.

17.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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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형일정

구분 2023학년도 전기 비고

인터넷 

원서접수

1차 원서접수 기한

2022. 9. 26.(월) ~ 10. 7.(금) 18:00

2차 원서접수 기한

2022. 10. 11.(화) ~ 10. 26.(수) 18:00
- “5-1. 입학원서 작성요령” (16페이지) 참조

접수 이후에는 지원학과 변경 및 접수 취소를 할 수 없으며 전형료 반환 

또한 불가합니다. (인터넷원서접수 전형료: 70,000원)

지원서류 

제출기한

1차 서류제출 기한

2022. 9. 26.(월) ~ 10. 7.(금) 18:00 

2차 서류제출 기한

2022. 10. 11.(화) ~ 10. 28.(금) 18:00
- “5. 제출서류“ (13-15페이지) 참조하여 모든 

서류 필수 구비 및 제출 의무
- 서류제출: 우편 또는 방문제출
※방문제출의 경우 업무시간 외 접수 불가
- 업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 마감일까지 모든 서류가 전남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 도착했을 경우에만 
평가대상자로 인정합니다. 

  (모든 구비서류를 완벽히 제출하였을 시)

1차 서류 제출기한 이후에 원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원서는 지원자의 동의

하에 차기 전형(2차)으로 접수 처리되오니 이 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학기 별 마지막 차수 서류 제출기한까지 원서 미제출시 평가대상

에서 제외)

지원서류 

제출처

우편번호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G&R HUB 214호 국제협력본부

[Tel: +82 62-530-5952]

합격자 발표
2022. 11. 11.(금) 16:00

2022. 10. 7.까지 
모든 서류 제출한 지원자

2022. 12. 6.(화) 16:00
2022. 10. 28.까지 

모든 서류 제출한 지원자

- 합격자 발표는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입학 

공지사항(Admission▶Notice)에서 

수험번호와 생년월일로 확인 가능

-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입학 공지사항에 

전형과 관련된 모든 공지가 안내될 예정이니 

반드시 합격자 발표기간 중 홈페이지 수시로 

확인 바람

- ‘합격자 유의사항’ 내 모든 내용은 입학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확인 후 

모든 절차를 지정된 기한 내 완료 

등록금납부 

2022. 12. 19.(월) ~ 12. 23.(금)

기간 내 등록금 미납부자는 합격취소 

- 등록금고지서는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입학 

공지사항에서 수험번호와 생년월일로 확인 가능

- 납부일정 및 납부 유의사항은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입학 공지사항에 안내

표준입학허가서 

배부
2023. 1월

- 관련 일정은 온라인 접수 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추후 공지 예정이며세부사항은 

“합격자 유의사항” 확인

최종학력입증서

류 제출

2023. 2. 24.(금)

※ 졸업 예정자만 해당함 (기 졸업자는 지원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제출)

졸업예정자는 기한 내 반드시 최종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6. 최종학력입증서류” (17-19페이지) 참조

- 원본제출하며 졸업예정자만 해당함

개강 2023. 3. 2.(목)

◆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입학공지사항: http://international.jnu.ac.kr ▶ Admission ▶Notice

- 모든 일정은 한국시간(KST)을 기준으로 함

- 위 일정은 학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에 공지

- 합격자 발표를 포함한 합격 이후 모든 안내사항은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오니, 지원자는 전형기간 중 안내사항

을 반드시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http://international.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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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원자격

- 지원 자격에서 인정되는 학위는 해당 국가의 교육부에서 정식 인가된 대학에 한함 

-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3월 입학자는 2023년 2월, 9월 입학자는 2023년 8월까지 학위취득 가능한 경우에 한함

  (졸업예정자가 2023. 2. 24.까지 학위증 효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합격한 후라도 입학이 취소됨)
- 무국적자 또는 한국국적을 가진 복수 국적자는 외국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국적자 또는 복수 국적자임이 확인될 경우

에는 합격한 후라도 입학이 취소됨 

3 / 전형요소
전형요소 반영비율(%) 전형총점 비      고

언어 능력 50 50 전형요소 중 “언어 능력” 이란 한국어를 비롯한 기타 

언어를 포함할 수 있음   전공 능력 50 50

합계 100 100

- 서류심사를 토대로 하위과정 성적, 언어 및 수학능력, 수학계획 및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격/불합격 여부 
결정

- 면접은 학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을 실시할 경우 학과에서 지원자에게 사전에 별도로 공지하여 대면, 화상, 
전화 인터뷰 등으로 진행 (면접 시행 여부 및 일정은 지원학과에 문의 바람)

과정 석사 및 석ㆍ박사 통합 박사

국적 및 기타 
지원자격
(택 1)

조건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3명의 국적이 모두 한국인이 아닌 경우 

        또는 

조건② 외국에서 한국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교육과정 이수

-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소지(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지원 시에는 학부과정 전공학

과와 다른 계통학과 지원가능 함

- 국내･외 대학 석사학위 소지(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석사과정 전공학과와 다른 계통학과에 지원 할 경우 전남

대학교 지원학과 주임교수의 [FORM-7] 박사학위과정 추

천서를 받아야 함

어학능력
(택 1)

※ 아래 지원자격(어학능력) 하나 이상을 충족

종류 어학능력 비고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소지자 유효한 성적에 한해 인정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본교 언어교육원 3단계 이상 수료자

영어능력시험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NEW TEPS 

326점), TOEIC 700점 이상 소지자 

유효한 성적에 한해 인정

[FORM-1]

수학능력 확인서

지도예정교수의 “수학능력확인서” 

제출자

※ [FORM-1] 수학능력확인서는 전남대

학교 지원 학과 지도예정교수에 

의해 작성되며, 지도예정교수가 직

접 제출 (지원학과에 직접 문의)

※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학과: “4. 2023학년도 전기 모집단위” (6-11페이지) 참조

- 공인언어성적표는 시험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서류제출 마감일(2022. 10. 28.)기준 유효기간 이내 서류만 인정 (유효기간
이 지난 외국어 성적은 접수 불가능함)

- TOPIK 3급을 보유한 정부초청장학생(GKS)의 경우 지원자격(어학능력) 면제  



6

4 / 2023학년도 전기 모집단위
 [안내] 별도 지원자격(어학능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과는 아래 “별도 지원자격“란에 표시한 자격 충족 시 지원가능. 
        아래 “별도 지원자격”란에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2. 지원자격” (5 페이지)참조하여 지원자격(어학능력) 중 하나 이상을 충족 시 지원 가능

 Kor5 : TOPIK 5급      Kor4 : TOPIK 4급      Kor3 : TOPIK 3급     수학능력확인서 : [FORM-1] 수학능력확인서 

 Eng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NEW TEPS 326점), TOEIC 700점 이상

- 그리고 & 표시: 언어자격 중 2가지 이상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ex) Kor3 & Eng,  kor5 & 수학능력확인서 
- [FORM-1] 수학능력 확인서는 전남대학교 지원학과의 지도예정교수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서류는 지도예정교수가 국제협력과로 

직접 제출 (수학능력 확인서 관련사항은 지원자 본인이 지원학과에 직접 문의)
- TOPIK 3,4,5,6급은 본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정규강좌 3,4,5,6단계 수료로 각각 대체할 수 있음. 

- 공인언어성적표는 시험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서류만 인정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어 
성적은 접수 불가능함)

- 학과 별 추가 제출서류 및 별도 지원자격이 요구될 수 있으니 아래 “4-1. 기타 추가 지원자격” (12 페이지) 참조
 
예시1) “별도 지원자격”란 별도 표시 없음: [Kor3, Eng, 수학능력확인서] 중 1개 이상 충족 시 지원가능
예시2) “별도 지원자격”란 [Eng & 수학능력확인서] 표시:  Eng와 수학능력확인서를 모두 제출 시 지원가능
예시3) “별도 지원자격”란 [Kor5] 표시: Kor5 제출 시 지원가능

■ 광주캠퍼스

Kor5 : TOPIK 5급      Kor4 : TOPIK 4급      Kor3 : TOPIK 3급      수학능력확인서 : [FORM-1] 수학능력확인서

Eng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NEW TEPS 326점), TOEIC 700점 이상

※ 아래 “별도 지원자격”란에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2. 지원자격” (5 페이지)참조하여 지원자격(어학능력) 중 하나 이상을 충족 시 지원 가능

관리대학 계열 모집학과 별도 지원자격 강의 언어
학위과정

석사 박사 석박
통합

AI융합대학 협동과정
미래모빌리티융합학과
Department of Future Mobility 
Convergence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100% √

경영대학 인문사회 경영학과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12p) 4-1 기타추가 지원자격 참고 한국어 100% √ √ √

인문사회 경제학과
Department of Economics (12p) 4-1 기타추가 지원자격 참고 한국어 100% √ √ √

인문사회 회계학과
Department of Accounting Kor 5 한국어 100% √ √ √

협동과정
디지털미래융합서비스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Digital Future 
Convergence Service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100% √ √ √

공과대학 공학 건축토목공학과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Civil Engineering 한국어 / 영어 병용 √ √ √

공학 고분자공학과
Department of Polymer Engineering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 영어 병용 √ √ √

공학 기계공학과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Eng &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 영어 병용 √ √ √

공학 산업공학과
Industrial Engineering Kor 4 &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100% √ √ √

공학
신소재공학과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한국어 / 영어 병용 √ √ √

공학 에너지자원공학과
Energy & Resources Engineering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100% √ √ √

공학 전기공학과
Electrical Engineering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100% √ √ √

공학

전자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전공,컴퓨터정보통신전공,컴퓨터과학전공)
Department of Electronics and Computer Engineering
-Major of Electronic Engineering
-Major of Computer Engineering
-Major of Computer Science

한국어 / 영어 병용 √ √ √

공학 화학공학과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 영어 병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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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5 : TOPIK 5급      Kor4 : TOPIK 4급      Kor3 : TOPIK 3급      수학능력확인서 : [FORM-1] 수학능력확인서

Eng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NEW TEPS 326점), TOEIC 700점 이상

※ 아래 “별도 지원자격”란에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2. 지원자격” (5 페이지)참조하여 지원자격(어학능력) 중 하나 이상을 충족 시 지원 가능

관리대학 계열 모집학과 별도 지원자격 강의 언어
학위과정

석사 박사 석박
통합

공학 환경에너지공학과
Environmental and Energy engineering Eng &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 영어 병용 √ √ √

공학
ICT융합시스템공학과
Department of ICT Convergence System 
Engineering

한국어 / 영어 병용 √ √ √

공학
인공지능융합학과
Depar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한국어 / 영어 병용 √ √ √

협동과정
광공학
Interdisciplinary Program for Photonic 
Engineering

한국어 / 영어 병용 √ √ √

협동과정
바이오에너지및바이오소재 협동과정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Bioenergy 
and Biomaterials

Eng &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 영어 병용 √ √

협동과정 실내디자인
Interior Design 한국어 / 영어 병용 √ √

협동과정
정보보안협동과정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Information 
Security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100% √ √ √

농업생명과학
대학

인문사회
농업경제학과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Kor 3 &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100% √ √

자연과학 농화학과
Department of Agriculture Chemistry 영어 100% √ √ √

자연과학
동물공학과
Department of Animal Science and 
Biotechnology

한국어 / 영어 병용 √ √ √

자연과학
동물산업학과
Department of Animal Science and 
Bioindustry

한국어 / 영어 병용 √ √ √

자연과학 원예학과
Department of Horticulture 한국어 / 영어 병용 √ √ √

자연과학
융합식품바이오공학과
Department of Integrative Food,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한국어 / 영어 병용 √ √ √

공학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Department of Convergence Biosystems 
Engineering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 영어 병용 √ √ √

자연과학 응용생물학과
Applied Biology 한국어 / 영어 병용 √ √ √

자연과학 응용식물학과
Department of Applied Plant Science 한국어 100% √ √ √

자연과학 임산공학과
Wood Science and Engineering 수학능력확인서 영어 100% √

자연과학
임산·조경학과
Wood Science and Landscape 
Architecture

수학능력확인서 영어 100% √

공학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Department of Rural and Bio-systems 
Engineering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 영어 병용 √ √ √

사범대학 자연과학
가정교육학과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3 &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100% √

자연과학 과학교육학과
Science Education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100% √ √ √

인문사회 교육학과
Education Kor3 &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100% √ √ √

인문사회 국어교육학과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4 한국어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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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5 : TOPIK 5급      Kor4 : TOPIK 4급      Kor3 : TOPIK 3급      수학능력확인서 : [FORM-1] 수학능력확인서

Eng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NEW TEPS 326점), TOEIC 700점 이상

※ 아래 “별도 지원자격”란에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2. 지원자격” (5 페이지)참조하여 지원자격(어학능력) 중 하나 이상을 충족 시 지원 가능

관리대학 계열 모집학과 별도 지원자격 강의 언어
학위과정

석사 박사 석박
통합

인문사회 사회교육학과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한국어 100% √ √

인문사회 영어교육학과
English Education Kor3 & Eng 한국어 / 영어 병용 √ √

예체능 체육학과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한국어 100% √ √

사회과학대학 인문사회 정치학과
Political Science Kor4 한국어 100% √ √ √

인문사회 행정학과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r4 한국어 100% √ √

인문사회 사회학과
Department of Sociology 한국어 100% √ √

인문사회 심리학과
Department of Psychology 한국어 100% √ √ √

인문사회 문헌정보학과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or5 한국어 100% √ √ √

인문사회 신문방송학과
Communication Kor4 한국어 100% √ √ √

인문사회 지리학과
Geography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100% √ √ √

인문사회 문화인류고고학과
Department of Anthropology Kor4 한국어 / 영어 병용 √ √ √

협동과정
기록관리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Archival 
Studies

Kor5 한국어 100% √ √ √

협동과정 디아스포라학
Global Diaspora (International Studies)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 영어 병용 √ √

협동과정 NGO
Graduate School of NGO 한국어 / 영어 병용 √ √

생활과학대학 자연과학 생활환경복지학과
Family Environment & Welfare 한국어 100% √ √

자연과학 식품영양학과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 영어 병용 √ √ √

자연과학 의류학과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한국어 100% √ √ √

협동과정 사회복지학
Social Welfare 한국어 100% √ √

수의과대학 의학 수의학과
Department of Veterinary Medicine 한국어 / 영어 병용 √ √ √

약학대학 자연과학 약학과
Pharmacy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 영어 병용 √ √ √

예술대학 예체능 국악학과
Korean Music (12p) 4-1 기타추가 지원자격 참고 한국어 100% √ √ √

예체능 디자인학과
Design

Kor4 & (12p) 4-1 기타추가 지원자격 
참고

한국어 100% √

예체능 미술학과
Fine arts

Kor4 & (12p) 4-1 기타추가 지원자격 
참고

한국어 100% √ √ √

예체능 음악학과
Department of Music (12p) 4-1 기타추가 지원자격 참고 한국어 100% √ √ √

협동과정
아트&디자인테크놀로지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Arts & Design 
Technology

수학능력확인서 & (12p) 4-1 기타추가 
지원자격 참고

한국어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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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5 : TOPIK 5급      Kor4 : TOPIK 4급      Kor3 : TOPIK 3급      수학능력확인서 : [FORM-1] 수학능력확인서

Eng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NEW TEPS 326점), TOEIC 700점 이상

※ 아래 “별도 지원자격”란에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2. 지원자격” (5 페이지)참조하여 지원자격(어학능력) 중 하나 이상을 충족 시 지원 가능

관리대학 계열 모집학과 별도 지원자격 강의 언어
학위과정

석사 박사 석박
통합

의과대학 의학 의학과
Medical Science

수학능력확인서 & (12p) 4-1 기타추가 
지원자격 참고

한국어 100% √ √

자연과학
의과학과 의생명학전공
Biomedical Science-Major of Medical 
Science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 영어 병용 √ √ √

협동과정
의공학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Biomedical 
Engineering

한국어 100% √ √ √

인문대학 인문사회 국어국문학과
Korean Language & Literature Kor5 한국어 100% √ √

인문사회
영어영문학과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IELT 6.5, TOEIC 870, TOEFL(iBT) 90, 
TEPS 450점 이상 한국어 / 영어 병용 √ √ √

인문사회 불어불문학과
French Language & Literature

Kor3 & 수학능력확인서
※ DELF B1 또는 관련 과목 수강자 우대

한국어 100% √ √

인문사회 중어중문학과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Kor4 한국어 100% √ √

인문사회 일어일문학과
Japanese Language & Literature (12p) 4-1 기타추가 지원자격 참고 한국어 100% √ √

인문사회 사학과
History 한국어 100% √ √

인문사회 철학과
Philosophy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100% √ √

인문사회 호남학과
Department of Honam Studies kor4 한국어 100% √ √

협동과정
한국어교육학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Kor4 한국어 100% √

협동과정
한문고전번역
Interdisciplinary Course for Translating 
Korean Texts in Classical Chinese 

한국어 100% √ √

협동과정 아시아문화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Asian Culture Kor4 한국어 100% √ √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 물리학과
Department of Physics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100% √ √ √

자연과학
수학/통계학과 수학전공
Department of Mathematics and Statistics 
(Major of Mathematics)

한국어 100% √ √ √

자연과학
수학/통계학과 통계학전공
Department of Mathematics and Statistics 
(Major of Statistics)

한국어 100% √ √ √

자연과학
수학/통계학과 데이터사이언스전공
Department of Mathematics and Statistics 
(Major of Data Science)

한국어 100% √ √ √

자연과학
생물과학·생명기술학과
School of Biological Sciences and 
Biotechnology

한국어 / 영어 병용 √ √ √

자연과학
지질환경과학과
Department of Geolog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s

한국어 100% √ √

자연과학 해양학과
Oceanography 한국어 / 영어 병용 √ √

자연과학 화학과
Department of Chemistry 한국어 100% √ √ √

문화
전문대학원

인문사회 문화학과
Department of Cultural Studies Kor4 한국어 100% √

법학
전문대학원

인문사회 법학과
Law Kor4 한국어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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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5 : TOPIK 5급      Kor4 : TOPIK 4급      Kor3 : TOPIK 3급      수학능력확인서 : [FORM-1] 수학능력확인서

Eng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NEW TEPS 326점), TOEIC 700점 이상

※ 아래 “별도 지원자격”란에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2. 지원자격” (5 페이지)참조하여 지원자격(어학능력) 중 하나 이상을 충족 시 지원 가능

관리대학 계열 모집학과 별도 지원자격 강의 언어
학위과정

석사 박사 석박
통합

치의학
전문대학원

의학 치의학과
Dental Science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 영어 병용 √ √ √

협동과정 향장품학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Perfume & Cosmetics 한국어 / 영어 병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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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캠퍼스

Kor5 : TOPIK 5급      Kor4 : TOPIK 4급      Kor3 : TOPIK 3급      수학능력확인서 : [FORM-1] 수학능력확인서

Eng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NEW TEPS 326점), TOEIC 700점 이상

※ 아래 “별도 지원자격”란에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2. 지원자격” (5 페이지)참조하여 지원자격(어학능력) 중 하나 이상을 충족 시 지원 가능

관리대학 계열 모집학과 별도 지원자격
학위과정

석사 박사 석박
통합

공학대학 공학 컴퓨터공학과
Computer Engineering 한국어 / 영어 병용 √ √ √

공학
기계시스템공학과
Department of Mechanical Systems 
Engineering

한국어 / 영어 병용 √ √ √

공학
건설·환경공학과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12p) 4-1 기타추가 지원자격 참고 한국어 / 영어 병용 √ √ √

공학
지속가능건축ICT융합학과
Department of Sustainable Architecture 
ICT Convergence

한국어 / 영어 병용 √ √ √

공학
생명·화학공학과
Department of Biotechnology and 
Chemical Engineering

한국어 / 영어 병용 √ √ √

공학 건축학과
Department of Architecture 한국어 / 영어 병용 √

협동과정 바이오메디컬공학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한국어 / 영어 병용 √ √ √

문화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 국제통상학과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한국어 / 영어 병용 √

인문사회
교통물류학과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한국어 100% √ √ √

인문사회
영어학과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영어 100% √ √ √

자연과학 문화콘텐츠학과
Culture Contents 한국어 / 영어 병용 √

인문사회 문화관광경영학과
Culture & Tourism Management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 영어 병용 √ √ √

협동과정 스마트시티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Smart City Kor3 & Eng &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 영어 병용 √ √ √

협동과정 동아시아학
Program of East Asian Studies 기타 언어 √

수산해양대학 자연과학 수산과학과
Department of Fisheries Sciences 한국어 / 영어 병용 √ √ √

자연과학
식품공학‧영양학과
Department of Food Technology and 
Nutrition

한국어 / 영어 병용 √

공학
조선해양공학과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한국어 / 영어 병용 √ √ √

자연과학 수산생명의학과
Department of Aqualife Medicine Eng &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 영어 병용 √ √ √

자연과학
환경해양학과
Department of Environmental 
Oceanography

수학능력확인서 한국어 100% √ √ √

협동과정
빅데이터수산자원관리
Big data Fishery Resource Management 
Interdisciplinary Program

한국어 100% √ √ √

협동과정
스마트아쿠아팜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Smart Aqua 
farm

한국어 / 영어 병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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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기타 추가 지원자격

1. 예술대학 지원자 추가 제출서류

  - 국악학과: 자유곡 15분 이내의 연주 USB, DVD 등 영상녹화자료 제출 

  - 디자인학과: 포트폴리오(최근 3년 이내 제작한 작품 사진 10점 이상)를 A4이상 바인더 또는 USB자료로 제출

  - 미술학과: 작품 사진 및 성과물(포트폴리오) USB 제출 

  - 음악학과 성악, 관현악, 피아노 전공(일반대학원 실기과제와 동일): 연주 USB 영상녹화자료 제출

  - 음악학과 작곡전공: 피아노 자유곡 연주 음원 USB (피아노 작품 포함한 3작품 이상 악보 포함) 제출

  - 아트&디자인테크놀로지 협동과정: 포트폴리오(최근 3년 이내 제작한 작품 사진 10점 이상)를 A4이상 바인더 또는 USB자료로 제출

2. 경영대학 경영학과: 다음의 조건 하나 이상 충족 시 지원 가능 

[조건 1] TOPIK5급 이상 

[조건 2] TOEFL 550(CBT 215, iBT 80), IELTS 6.0, CEFR B2, TEPS 600(NEW TEPS 326), TOEIC 800 점 이상 

3. 경영대학 경제학과: 다음의 조건 하나 이상 충족 시 지원 가능 

[조건 1] TOPIK4급 이상 

[조건 2] TOEFL 550(CBT 210, iBT 80), IELTS 5.5, CEFR B2, TEPS 600(NEW TEPS 326), TOEIC 700 점 이상 

[조건 3] [FORM-1] 수학능력 확인서 제출 자

4. 의과대학 의학과: 내국인-의사면허증 소지자, 외국인-전공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5.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다음의 조건 하나 이상 충족 시 지원 가능

[조건1] TOPIK 4급 이상  

[조건2] 수학능력확인서 제출자

6. 공학대학 건설‧환경공학과: 환경공학분야 학사 또는 석사 전공자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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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출서류 
<유의사항>
※ 서류는 반드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는 해당자만 제출

- 모든 지원 서류는 기한 내 반드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하며,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이메일 및 사본 제출 절대 불가)

- 모든 서류 상의 본인과 부모님의 이름(영문명), 생년월일, 여권번호(신분증번호)는 여권(신분증)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한국어 공증 또

는 한국에서 발행한 서류라도 반드시 여권 영문명으로 기재. 영문명 철자 불일치 또는 한국어 발음으로 발행된 서류 미인정) 

→ 철자 불일치로 인한 여권(신분증)상의 이름 불일치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사용 불가하니, 반드시 제출 전 모든 서류상의 정보가 본

인, 부모님의 여권(신분증)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 후 제출. 

→ 우즈베키스탄 지원자의 경우 모든 서류는 국제여권(빨간색) 상의 이름과 반드시 정확히 일치해야 함. 구여권(초록색)상의 여권명이 기

입된 서류 또는 국제여권상(빨간색)의 여권명과 철자가 불일치하는 서류는 불인정 

- 석사 또는 석박통합과정 지원자의 경우 학사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사 성적표를 제출

- 박사과정 지원자의 경우 학사, 석사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사, 석사 성적표를 모두 제출 

- 한국어, 영어 외 언어로 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공증본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 

- 최종학력 입증서류를 제외한 원본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의 경우 공증기관(중국의 경우 공증처)을 통해 공증을 받은 공증본 원본을 제출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FORM]의 경우 전남대학교 양식을 반드시 사용해야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 FORM: 전남대학교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 Admission ▶ 대학원(Graduate) ▶ 각종서식 파일을 다운로드 ) 

- 제출서류 외에 자격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내 반드시 제출

- 제출서류 불충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

- 학과 별 추가 제출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위 “4-1. 기타 추가 지원자격” (12페이지) 참조 

순
서 구분

석사
(석박
통합)

박사 비고 

1
입학원서 
(진학어플라이 양식 1,2)

○ ○

※ 서류는 반드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아래 “5-1. 입학원서 작성요령” (16 페이지) 참조 
- 인터넷(진학어플라이)에서 접수한 원서(서식 1,2)를 인쇄하여 다른 필수서

류와 반드시 함께 제출 

- 인터넷 접수완료 후 본인의 수험번호를 반드시 기억할 것 

2

학사졸업(예정) 증명서
* 아래 중 택 1 원본으로 제출
1) 아포스티유 원본 
2) 영사확인 원본
3) CHSI 원본 
4)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 ○

※ 최종학력입증 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졸업예정자 제외)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중국 학신(CHSI) 외 공증 서류 또는 원본서류는 인정하

지 않음 

- 아래 “6. 최종학력입증서류” (17-19 페이지) 참조 

<한국대학 졸업자>

- 학위증명서 원본

<중국대학 졸업자>

- 학력인증서(영문 CHSI발급) 

※ CHSI 외 학교(및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학력/학위 증서는 일체 받지 않음

<한국/중국 외 국가 대학 졸업자>

- 학위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한국어 또는 영어)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반드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며, 졸업예정증명서에는 졸업예정 일자(년, 

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졸업예정증명서는 원본 또는 공증본 원본 제출

※ 공통사항

- 학위증 재발행이 어려운 경우, 학위증 사본에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

아 원본으로 제출

- 한국어, 영어 외의 언어로 된 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공증본 첨부하

여 최종학력입증서류 제출 

- 전문대학 졸업 후 편입학자: 전문대학과 편입대학 졸업증명서 각 1부 

3

석사졸업(예정) 증명서
* 아래 중 택 1 원본으로 제출
1) 아포스티유 원본 
2) 영사확인 원본
3) CHSI 원본 
4)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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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구분

석사
(석박
통합)

박사 비고 

- 석사 및 석박통합 과정 지원자는 학사 학위증을 최종학력입증서류 기준으로 제출

- 박사과정 지원자는 석사 학위증을 최종학력입증서류 기준으로 제출 (학사 학위증

의 경우 원본 또는 공증본 원본으로 대체 가능)

-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합격 후 국제협력과에서 정한 기한(2023. 2. 24.) 이내

에 반드시 17-19페이지에 명시된 최종학력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

4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 원본 또는 공증본 원본
  (한국어 또는 영어)

○ ○

※ ① 과목당 학점 및 점수 기재 

② 총 수학년도(입학년도와 졸업년도) 반드시 표기 

→ 위 ①, ② 정보가 모두 기입되어있지 않는 경우 성적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으니, 
위 정보가 포함된 학교에서 발행한 공식 서류를 추가 제출

 

<한국대학 졸업자>
- 성적증명서 원본

<중국대학 졸업자>

- 성적증명서 원본(영어) 또는 공증본 원본(한국어 또는 영어)

<한국/중국 외 국가 대학 졸업자>

- 성적증명서 원본(영어) 또는 공증본 원본(한국어 또는 영어)

※ 공통사항

- 한국어, 영어 외의 언어로 된 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공증본 첨부하

여 공증본 원본제출

- 석사 및 석박통합 과정 지원자는 학사 학위증과 성적증명서 제출 

- 박사 과정 지원자는 학사, 석사 학위증과 학사, 석사 성적증명서 제출 

- 아래 해당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

1) 학부 편입학자: 편입 전ㆍ후 대학의 성적증명서 각 1부

2) 전문대학 졸업 후 편입학자: 전문대학과 편입대학의 성적증명서 각 1부

5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 원본 또는 공증본 원본
  (한국어 또는 영어)

X ○

6

어학능력

○ ○

<언어능력 증빙서류>
- 위 “2. 지원자격” (5page) 및 “4. 2023학년도 전기 모집단위“ (6-11page) 참조 

- 공인언어성적표는 시험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서류제출 마감일(2022. 10. 28.) 
기준 유효기간 이내 서류만 인정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어 성적은 접수 불가능함)

<[FORM-1] 수학능력확인서>

- [FORM-1] 수학능력 확인서는 전남대학교 지원학과의 지도예정교수에 의해 작성
되어야 하며, 해당서류는 지도예정교수가 국제협력과로 직접 제출 (수학능력 확인

서 관련사항은 지원자 본인이 지원학과에 직접 문의)

1) 언어능력 증빙서류

또는 

2) [FORM-1] 수학능력 확인서

7
[FORM-2]
학력　조회 동의서

○ ○
- 석사 및 석박통합 과정 지원자는 학사 학위 취득(예정) 학교 정보를 기입

- 박사과정 지원자는 학사와 석사 학위 취득(예정) 학교 정보를 기입(2부 제출)

8
[FORM-3] 
학력 특이사항 조회자료

○ ○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할 것

9 [FORM-4]자기소개서 ○ ○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10
[FORM-5]
가족사항 조회자료

○ ○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할 것

11

재정능력 증빙서류

○ ○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
- USD 18,000 상당의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 원본(영어) 또는 공증본 원본(한국어 

또는 영어)

- 잔고증명서 상의 통화 단위 반드시 명시  

- 본인 또는 부모 명의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 제출 (본인 또는 부모 명의 이외

의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는 원칙상 인정 불가)

- 2022. 9. 21.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다만, 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
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 원본 또는 공증본 원본
  (한국어 또는 영어)

1)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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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구분

석사
(석박
통합)

박사 비고 

2) [FORM-6] 지도예정교수 
          재정지원확인서

또는

3) 기타 장학증명서 

※ 잔고증명서 상의 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름(영문명)은 여권(신분증)과 반드시 일

치해야 함.

<[FORM-6] 지도예정교수 재정지원확인서>

- 재정지원확인서는 지도예정교수에 의해 작성되며, 지도예정교수가 직접 제출

- 지원금이 USD 18,000이하인 경우 차액에 대한 잔액증명서 별도 제출 

※ 본 재정지원확인서는 입시 지원 서류로, 향후 비자 신청 및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 

불가하며, 비자 신청 시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야 함. (재

정보증서상의 모든 내용은 표준입학허가서에 반영하지 않음) 

<기타 장학증명서>

- 자국 정부 및 기타 기관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장학증명서 원본 제출 (정확한 장

학금액 및 장학 기간이 명시된 장학증명서 원본/ 한국어 또는 영어)

- 장학금액이 USD 18,000이하인 경우 차액에 대한 잔액증명서 별도 원본 제출  

12
[FORM-7]
박사학위과정 추천서 

X △

- 해당자만 제출

※ 석사과정 전공학과와 다른 계통학과에 지원할 경우 전남대학교 지원학과 주임교

수의 [FORM-7] “박사학위과정 추천서”를 받아야 함

13
[FORM-8]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 ○

14 외국인 등록증 앞ㆍ뒤 사본 △ △ 국내 체류자만 제출

15
지원자 여권 사본
* 사본 제출

○ ○

- 지원자 본인 여권 사본 필수 제출 

※ 여권만료일이 입학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사본 제출

※ 우즈베키스탄 지원자는 해외출국에 사용 가능한 “국제여권” 제출

16
부모 여권 사본 또는 신분증
1) 여권의 경우 사본
2) 신분증의 경우 번역공증본 원본 

○ ○

- 지원자의 부모 모두의 여권 사본 또는 신분증 공증본 원본 필수 제출 

  (만료기간 전 유효한 증명서에 한해 인정하며, 반드시 만료기간 명시)
※ 시민권(신분증)이 영문이 아닐 경우,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공증 원본 

제출 (공증서 상의 이름은 반드시 여권(신분증) 영어명 기준)

※ 만료기간이 없는 신분증의 경우 불인정 (일부 국가 만료기간이 없는 구 신분
증 불인정)

17

국적 및 기타지원 자격

○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 아래 5-2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17 페이지) 참고

- 2022. 3. 28.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공증일이 아닌 서류 발급일 기준)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 초ㆍ중등 및 대학 전체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원본 또는 공증본 원본
  (한국어 또는 영어)

1)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2) 전 교육과정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8 추가서류 △ △ - 위 4-1 ‘기타 추가지원자격’ (12페이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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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입학원서 작성요령
1. 신청절차

 

2. 온라인 접수 방법

                                ▶                            ▶

    

                                               ▶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는 반드시 여권과 일치하게 입력해야 함.

- 지원자는 반드시 본 모집요강을 참고하여 본인이 지원할 전형, 캠퍼스, 모집단위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함.

- 모든 지원자는 하나의 모집단위에 한 번만 지원해야하며, 한 차수에 2개 이상의 모집단위에 복수지원한 경우에는 모든 

지원을 무효로 함

-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였더라도 모든 구비 서류를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전형대상에서 제외됨

- 원서접수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유를 두고 접수해야하며,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시스템 마감으로 접수 

불가능

- 온라인 접수 시 기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여권정보), 이메일, 전화번호 등 모든 사항은 추후 합격자 발표, 비자서류 발행과 

같은 입학절차의 기본 데이터로 사용되므로, 온라인 원서작성 시 반드시 진학어플라이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정확한 정보를 

작성해야하며, 변경되는 경우 즉시 국제협력본부로 알려야함

-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로 인한 연락 두절 및 정보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임

④ 전형료 결제
* 전형료 미결제 시 원서접수 불가

* 전형료 결제 후 원서 내용 수정 및 

접수 취소(전형료 환불) 불가

⑤ 수험표 출력

 및 본인 수험번호 확인
* 추후 모든 절차에 본인 수험번호가 

필요하므로 수험번호 반드시 확인요망

③ 원서작성
사진(3cmX4cm) 업로드 

② 사용자 로그인

(비회원은 회원가입)

① 진학사어플라이

(http://www.jinhakapply.com)

접속 

① 해당 모집요강 내 전형일정, 요소, 지원자격 등 세부 내용 확인

② 온라인 접수(http://www.jinhakapply.com)

* 하단 ‘2. 온라인 접수 방법’ 참고

③ 지원 서류 제출 (우편, 택배, 방문제출)
* 상단 ‘5 제출서류 (13-15페이지)’ 참고

④ 접수 완료

※ 온라인 원서접수 및 전형료 결제 장애 발생 시 연락처 :  ㈜진학어플라이 

□ 전화 : 1544-7715, FAX 02)722-5453 

□ E-mail: apply@jinhakapply.com

http://www.jinhakapply.com
http://www.jinhakapply.com
http://apply@jinhakapp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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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필리핀: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가족관계증명서(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 몽골: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네팔: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벡・우크라이나・태국: 

출생증명서, 중국: 호구부 또는 직계가족증명서, 인도: 출생증명서 

- 위 명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가라도 반드시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가족관계 입증서류(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가족관계 입증서류에는 본인 및 부모님의 1) 이름, 2) 국적과 3) 지원자 본인과의 관계가 모두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함. 또한 서

류상의 본인과 부모님의 이름(영문명), 생년월일, 여권번호(신분증번호)는 여권(신분증)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서류 발급일 기준 2022. 3. 28. 이후 발급된 원본 서류 제출 (한국어, 영어 외의 언어로 발급 된 경우, 번역공증 원본 첨부하여 제출)
- 가족관계 및 국적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이혼 서류/사망/한국 국적 취득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 증명서에는 

해당 사람의 정확한 여권명과 국적을 기입

6 / 최종학력입증서류
구  분 제출서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출신

- 제출서류: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 발급기관: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
※ 국가별 아포스티유 관련기관 정보는 https://www.hcch.net/en/instruments/specialised-sections/apostille 참고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출신

- 제출서류: 영사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
- 발급기관: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 또는 주한 자국공관

중국내 
학력・학위 

취득자

- 제출서류: 학력인증서(영문 CHSI발급) 
- 발급기관: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www.chsi.com.cn)
※ CHSI 외 학교( 및 타기관)에서 자체 발행하는 학위/학력 서류는 일체 받지 않음

○ 제출대상: 졸업예정자

○ 제출기한: 2023. 2. 24.(금) (2023학년도 전기 입학)

○ 주의사항

- 졸업예정자는 위 세 종류 중 제출 가능한 방법으로 2023. 2. 24.(금) 까지 반드시 최종학력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지정 기한 내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취소 및 입학취소(학적말소) 될 수 있음.)

- 기 졸업자의 경우 지원서류 제출단계에서 최종학력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한국 내 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원본으로 제출.

-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최종학력입증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문 번역공증본을 반드시 첨부

※ 일부 국가에서 발행되는 임시 학위증(Provisional Certificate)은 최종학력입증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반드시 졸업예정인 

학교에 확인 후 제출기한(2023. 2. 24.) 이내에 최종학력입증서류(아포스티유, 영사확인)를 제출해야 함. 

※ 참고1. 아포스티유 정의 및  발급 절차

① 아포스티유

   -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 확인 등 복잡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 명칭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

를 폐지하는 협약)

②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공문서(국∙공립학교 등)

  
해당국가

공문서 발급
→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방문
→

아포스티유
발급신청

→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심사
→ 아포스티유 발급

  - 사문서(사립학교 등)

  
해당국가

사문서 발급
→ 해당국

공증사무소 공증
→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방문
→

아포스티유
발급신청

→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심사
→

아포스티유
발급

    ※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 공증인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해당 국가에서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면 아포스티

유 확인 가능함

https://www.hcch.net/en/instruments/specialised-sections/apostille


18

※ 참고2. 아포스티유 가입 국가 현황 (2022. 6. 4.기준 / 총 122개국)

ㄱ

가이아나

ㅁ

모로코

ㅅ

세인트키츠네비스 ㅇ 일본

ㅈ
자메이카모리셔스 수리남과테말라
조지아/그루지야

몬테네그로 스와질란드그라나다

ㅊ
체코

몰도바 스웨덴그리스 칠레
몰타 스위스

ㄴ

나미비아

ㅋ

카보베르데
몽골 스페인/에스파냐 카자흐스탄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슬로바키아 코소보

네덜란드(*아루바)
코스타리카슬로베니아

노르웨이

ㅂ

바누아투
콜롬비아싱가포르

바레인뉴질랜드 쿡제도

ㅇ

아르메니아
바베이도스니우에 섬 크로아티아아르헨티나
바하마

니카라과 키르기스스탄아이슬란드
베네수엘라 키프로스

ㄷ

대한민국 아일랜드
벨기에덴마크

ㅌ

타지키스탄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도미니카공화국 터키안도라
벨리즈도미니카연방 통가알바니아

독일 튀니지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앤티가바부다

ㄹ

라이베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보츠와나 에스토니아

ㅍ

파나마라트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러시아 엘살바도르불가리아
팔라우

레소토 영국브라질 페루
오만루마니아 브루나이 포르투갈
오스트레일리아(호주)룩셈부르크 브룬디 폴란드
오스트리아리투아니아

ㅅ

사모아 프랑스
온두라스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키프로스 피지
우루과이

ㅁ

마셜/마셜제도/마셜군도 산마리노 핀란드
우즈베키스탄마카오(중국) 상투메프린시페 필리핀
우크라이나마케도니아 세르비아

ㅎ

헝가리

이스라엘말라위 세이셸 헤르체코비나

이탈리아멕시코 세인트루시아 홍콩(중국)

인도모나코 세인트빈센트

※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출신자의 경우 영사확인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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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예시

  

[아포스티유 서식] [아포스티유 예시] [영수필증 예시]

[중국 학력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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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등록금

계열 입학금 수업료(원)

공학계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입학금 폐지함

2,993,000 

수의계 3,818,000

약학계 3,039,000 

예능계 3,475,000

의, 치의학계 4,330,000

이학, 체육계 2,929,000

인문사회계 2,275,000

  
- 위 수업료는 2022학년도 등록금 기준이므로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 취소 처리됨

- 등록금 납부 후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에 대한 사항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전남대학교 학칙”에 따라 처리함

8 / 기숙사 정보

캠퍼스 동
방유형 단기(4개월) 장기(6개월)

형태 구조 관리비(단위: 원)

광주

3~4동 복도형(2인전용) 2인실 523,250 859,300

6동 복도형(1인전용) 1인실 954,500 1,573,800

8동
APT형(6인공동) 2인실 546,250 895,500

APT형(3인공동) 1인실 1,092,500 1,791,000

9동
원룸형(2인전용) 2인실 592,250 967,900

APT형(6인공동) 2인실 546,250 895,500

여수 - APT형(6인공동) 2인실 614,800

- 외국인학생은 우선 선발 대상자이나, 법정 질환자 및 단체생활 부적합자 및 기타 사유에 해당될 시 대상에서 제외됨

- 전남대학교 생활관 홈페이지 https://dormitory.jnu.ac.kr/ 에서 온라인 입주 신청 (기간 내 생활관비 미납 시 자동 취소)

- 생활관비 납부 및 기타 생활관 이용 관련 안내사항은 전남대학교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위 금액은 2022학년도 후기 기준이며 비용은 변경될 수 있음

https://dormitory.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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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장학금

장학명 장학금액 선정기관 선발기준

대학원총장명예장학
(CNU GS-PHF)

전 학기 등록금 
전액

단과대학

- (선정기준) 일반대학원 석박통합과정 신입생
- (본부 선정기준1) 동일 계열 학과 졸업생 + 전일제 학생
- (본부 선정기준2) 학부 졸업평점 4.0 이상인 학생
※ 외국인 학생은 위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며, 각 학과별 선정기준은 별도

글로벌 장학
입학 첫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단과대학

- 글로벌 장학 신청을 위해 별도로 신청서 제출할 필요 없으며, 합격
자 모두를 대상으로 장학 심사 예정 

TOPIK 우수장학
입학 첫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국제협력과

- TOPIK 6급 보유자
※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표를 제출할 경우 장학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

므로 유의

SRS장학
(Strategic Researcher 

Scholarship) 

입학 첫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국제협력과
- SRS 장학 신청을 위해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전남대

학교에 지도예정교수가 없는 경우 장학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됨

성적우수 장학
입학 첫 학기 

수업료 일부 감면
학생과

- 성적우수 장학 신청을 위해 별도로 신청서 제출할 필요 없으며, 합격
자 모두를 대상으로 장학 심사 예정 

- 이 외의 장학금은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참고

- 장학금 선발 결과는 각 학기 별 마지막 차수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발표 예정이며 중복 수혜는 불가함.

- 장학금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별첨 1] 대학원 학과(협동과정 포함) 및 관리대학 정보

- 대학원 홈페이지: https://webgs.jnu.ac.kr/ (대학원 홈페이지 ▶ 학과소개 ▶ 계열 구분 선택 ▶ 학과 선택)

- 지원학과 홈페이지 및 문의처 확인

- 실험실 정보(실험실 설치 목적, 지도교수, 연구 분야 등 기타 정보) 조회 

https://webgs.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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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캠퍼스(지역번호: 062)

 ★ 표시: 석사과정 미설치학과      표시: 박사과정 미설치학과 

대학(원) 전화
학과 사무실

학과명 전화번호 위치

간호대학
530 - 4934 간호학과 530 - 4939 간호대학 1층 106호

경영대학
530 - 1412

경영학과 530 - 1451 경영대학 2호관 106호

경제학과 530 - 1540 경영대학 2호관 109호

디지털미래융합서비스협동과정 530 - 1438 경영대학 1호관 201-1호

지역개발학과 530 - 1560 경영대학 2호관 110호

회계학과 530 - 1470 경영대학 2호관 108호

공과대학
530 - 1607

건축토목공학과 530 - 1650 공과대학 3호관 B동 206호

고분자공학과(학연산협동과정 포함) 530 - 1870 공과대학 4호관 315호

광공학협동과정 530 - 1711 공과대학 6호관 319호

기계공학과 530 - 1660 공과대학 1호관 A동 302-2호

도시방재안전협동과정 530 - 1650 공과대학 3B 206호

바이오에너지및바이오소재협동과정 530 - 1048 공과대학 5-232호

산업공학과(학연산협동과정 포함) 530 - 1780 공과대학 1호관 A동 504호

생물공학과(학연산협동과정 포함) 530 - 1048 공과대학 5호관 232호

소프트웨어공학협동과정 530 - 3420 공과대학 7호관 215호

신소재공학과(학연산협동과정 포함) 530 - 1711 공과대학 6호관 319호

실내디자인협동과정 530 - 1630 공과대학 2호관 310호

에너지자원공학과 530 - 1720 공과대학 3호관 A동 111호

전기공학과(학연산협동과정 포함) 530 - 1740 공과대학 6호관 505호

전자컴퓨터공학과(학연산협동과정 포함)
 - 컴퓨터과학전공

 - 컴퓨터정보통신전공
 - 전자공학전공

530 - 3420
530 - 3420
530 - 1751
530 - 1800

공과대학 7호관 225호

정보보안협동과정 530 - 3714 AI융합대학 407호

화학공학과(학연산협동과정 포함)
530 – 1820

530 - 1880

공과대학 4호관 322호

공과대학 5호관 346호

환경에너지공학과 530 - 1860 공과대학 3호관 A동 203호

ICT융합시스템공학과(학연산협동과정 포
함) 530 - 1800 공과대학 7호관 225호

인공지능융합학과(학연산협동과정 포함) 530 - 3420 공과대학 7호관 215호

에너지자원·생물융합공학과 530 - 1720 공과대학 3호관 A동 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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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전화
학과 사무실

학과명 전화번호 위치

농업생명과학대학
530 - 2005

농업경제학과 530 - 2170 농생대 4호관 322호

농화학과(학연산협동과정 포함) 530 - 2130 농생대 6호관 301호

동물공학과(학연산협동과정 포함) 530 - 2120 농생대 4호관 529호

동물산업학과(학연산협동과정 포함) 530 - 2120 농생대 4호관 529호

융합식품바이오공학과(학연산협동과정 

포함)
530 - 2160 농생대 4호관 314호

원예학과(학연산협동과정 포함) 530 - 2060 농생대 4호관 117호

융합스마트농업학과 530 - 2060 농생대 4호관 113호

응용생물학과(학연산협동과정 포함) 530 - 2070 농생대 4호관 212호

응용식물학과(학연산협동과정 포함) 530 - 2050 농생대 4호관 222호

임산·조경학과★ 530 - 2100 농생대 3호관 407호

임산공학과 530 - 2090 농생대 3호관 206호

임학과 530 - 2080 농생대 3호관 308호

조경학과 530 - 2100 농생대 3호관 407호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학연산협동과정 

포함)
530 - 2150 농생대 1호관 218호

사범대학
530 - 2322

가정교육학과 530 - 2520 교육융합관 324호

과학교육학과 530 - 2500 사범대학 4호관 308호

교육학과 530 - 2340 교육융합관 915호

국어교육학과 530 - 2410 교육융합관 323호

사회교육학과 530 - 2380 교육융합관 817호

수학교육학과 530 - 2470 교육융합관 715호

영어교육학과 530 - 2430 교육융합관 1006호

유아교육학과 530 - 2360 교육융합관 718호

윤리교육학과 530 - 2400 교육융합관 816호

체육학과 530 - 2550 사범대학 5호관 105호

특수교육학과 530 - 5400 교육융합관 221호

사회과학대학
530 - 2605

기록관리협동과정 530 - 2660 사회과학대학 330호

디아스포라학협동과정 530 - 2706 사회과학대학 142호

문헌정보학과 530 - 2660 사회과학대학 330호

사회학과 530 - 2640 사회과학대학 163호

신문방송학과 530 - 2670 사회과학대학 360호

심리학과 530 - 2650 사회과학대학 260호

문화인류고고학과 530 - 2690 사회과학대학 230호

정치학과 530 - 2620 사회과학대학 460호

지리학과 530 - 2680 사회과학대학 430호

행정학과 530 - 2250 사회과학대학 145호

NGO협동과정 530 - 3916    용봉관 3층 309호

생활과학대학
530 - 1306

사회복지학협동과정 530 - 1320 생활과학대학 412호

생활환경복지학과 530 - 1320 생활과학대학 412호

식품영양학과 530 - 1350 생활과학대학 325호

의류학과 530 - 1340 생활과학대학 311호

문화재학협동과정 530 - 1340 생활과학대학 311호

수의과대학
530 - 2806 수의학과 530 - 2806 수의과대학 1호관 105호

약학대학
530 - 2905 약학과 530 - 2920 약학대학 1호관 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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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전화
학과 사무실

학과명 전화번호 위치

예술대학
530 - 3001

국악학과 530 - 3050 예술대학 3호관 105호

디자인학과 530 - 3070 예술대학 1호관 303호

미술학과 530 - 3020 예술대학 2호관 204호

음악학과 530 - 3030 예술대학 3호관 201호

아트&디자인테크놀로지협동과정 530 - 3090 예술대학 2호관 100호

의과대학
062-220–4015

(학동)

061-379-2541
(화순캠퍼스)

보건학협동과정
061-379-2621

(화순캠퍼스)

화순 의생명과학융합센터 

기초연구동 2층 예방의학교실 251호

의공학협동과정
062-220-4015

(학동)
의과대학 2호관 3층 대학원사무실

의과학과
061-379-2541

(화순캠퍼스)

화순 의생명과학융합센터 

융합연구동 1층 대학원사무실

의학과
062-220–4015

(학동)
의과대학 2호관 3층 대학원사무실

인문대학
530 - 3106

국어국문학과 530 - 3130 인문대학 2호관 127호

독어독문학과 530 - 3170 인문대학 2호관 129호

불어불문학과 530 - 3190 인문대학 2호관 130호

사학과 530 - 3240 인문대학 2호관 123호

아시아문화협동과정 530 - 0907 용지관 201호

영어영문학과 530 - 3150 인문대학 2호관 128호

인문커뮤니티협동과정 530 - 5218 산학협력관 3호관 312호(인문학연구소)

일어일문학과 530 - 3210 인문대학 2호관 124호

중어중문학과 530 - 3200 인문대학 2호관 131호

철학과 530 - 3220 인문대학 2호관 122호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530 - 3149 인문대학 2호관 126호

호남학과 530 - 2710 산학협력관 3호관 204호

한국어교육학협동과정 530 - 3188 인문대학 2호관 109호

자연과학대학 
530 - 3307

물리학과 530 - 3350 자연과학대학 4호관 205호

수학/통계학과
 - 수학전공

 - 통계학전공
 - 데이터사이언스전공

530 - 3440
530 - 3330
530 – 3440
530 – 3440

자연과학대학 1호관 207호
자연과학대학 1호관 332호
자연과학대학 1호관 207호
자연과학대학 1호관 207호

지질환경과학과 530 - 3450 자연과학대학 2호관 310호

해양학과 530 - 3460 기초과학특성화과학관B동 212호

화학과 530 - 3370 기초과학특성화과학관A동 102호

생물과학·생명기술학과 530 - 3390 자연과학대학 1호관 217호

문화전문대학원
530 - 4079

문화학과 ★ 530 - 4079 용지관 5층 501호

법학전문대학원
530 - 2207

법학과 530 - 2220 법과대학 1층 112호

치의학전문대학원
530 - 5808

치의학과 530 - 5808 임상교육관 6층

향장품학협동과정 530 - 5808 임상교육관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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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캠퍼스(지역번호: 061)

대학(원) 전화
학과 사무실

학과명 전화번호 위치

공학대학

659 - 6622

건설·환경공학과 659 - 7260 공학대학 1공학관 320호

건축학과 659 - 7330 공학대학 3공학관 321호

기계설계공학과 659 - 7280 공학대학 2공학관 225호

기계시스템공학과 659 - 7220 공학대학 3공학관 120호

냉동공조공학과 659 - 7270 공학대학 1공학관 421호

바이오메디컬공학협동과정 659 - 7360 공학대학 3공학관 424호

생명·화학공학과 659 - 7300 공학대학 1공학관 520호 

스마트플랜트공학과 659 - 7710 공학대학 2공학관 111호

전기및반도체공학과 659 - 7310 공학대학 2공학관 526호 

전자통신공학과 659 - 7230 공학대학 2공학관 326호

컴퓨터공학과 659 - 7250 공학대학 2공학관 415호

문화사회과학대학

659 - 7508

교통물류학과 659 - 7340 인사관 209호

국제통상학과 659 - 7530 인사관 613호

문화콘텐츠학과 659 - 7470 이학관 708호

영어학과 659 - 7510 인사관 713호

스마트시티협동과정 659 - 7240 공학대학 2공학관 101호

동아시아학협동과정 659 - 7580 인사관 416호

수산해양대학

659 - 7105

기관시스템공학과 659 - 7130 공학대학 3공학관 209호

수산과학과 659 - 7160 수산해양관 807호

수산생명의학과 659 - 7170 수산해양관 608호

식품공학·영양학과 659 - 7210 이학관 406호

조선해양공학과 659 - 7150 수산해양관 508호

환경해양학과 659 - 7140 수산해양관 409호

해양경찰학과 659 - 7180 이학관 505호

빅데이터수산자원관리협동과정 659 - 6921 이학관 323호

스마트아쿠아팜협동과정 659 - 7892 이학관 30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