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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집학과 

계열 학    과 석사과정 / 
학·석사연계과정

박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인문·사회
(21개 학과,

2개 협동과정)

국어국문학과 〇 〇
한국어교육학과 〇 〇
영어영문학과 〇 〇
독어독문학과 〇 -
불어불문학과 〇 -
일어일문학과 〇 〇
중국학과 〇 〇
교육학과 〇 〇
사회복지학과 〇 〇
윤리학과 〇 -
행정학과 〇 〇
도시행정학과 〇 -
정치외교학과 〇 〇
신문방송학과 〇 〇
문헌정보학과 〇 -
법학과 〇 〇
경영학과 〇 〇
무역학과 〇 〇
경제학과 〇 〇
동북아통상학과 〇 〇
소비자학과 〇 -
도시계획·정책학과(협동과정) - 〇
유아·숲·자연교육학과(협동과정) - 〇

자연과학
(7개 학과)

수학과 〇 〇
물리학과 〇 〇
화학과 〇 〇
생명과학과 〇 〇
해양학과 〇 〇
의류학과 〇 〇
뷰티산업학과 〇 〇

공학
(16개 학과,

2개 협동과정)

기계공학과 〇 〇
메카트로닉스공학과 〇 〇
전기공학과 〇 〇
전자공학과 〇 〇
산업경영공학과 〇 〇
신소재공학과 〇 〇
안전공학과 〇 〇
에너지화학공학과 〇 〇
컴퓨터공학과 〇 〇
정보통신공학과 〇 〇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〇 〇
건설환경공학과 〇 〇
환경에너지공학과 〇 〇
도시건설공학과 〇 -
건축학과 〇 〇
생명·나노바이오공학과 〇 〇
기후국제협력학과(협동과정) 〇 〇
도시융·복합학과(협동과정) - 〇

예술·체육
(3개 학과)

체육학과 〇 〇
미술학과 〇 -
디자인학과 〇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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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모집인원 

구분 과정 모집인원 비고

정원내 석사과정(학·석사연계과정) 188명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90명

정원외
(외국인)

석사과정 모집인원 제한 없음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선발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03  학위과정 

학위과정 학·석사연계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수업연한

(의무등록학기) 1년 6개월 2년 2년 4년

※ 석·박사통합과정의 졸업자는 석사학위 없이 박사학위만 수여됨 
04  전형일정 

구분 2022학년도 전기 특별전형 2022학년도 전기 일반전형
온라인

원서접수기간 2021.10.11.(월) 09:00 ∼ 10.15.(금) 18:00 2021.11.22.(월) 09:00 ∼ 11.26.(금) 18:00

온라인
원서접수방법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 접속하여 온라인 원서접수

서류제출
접수마감

2021.10.20.(수) 18:00까지 2021.12.01.(수) 18: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과 제출서류(입학원서 포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우편 : 서류제출 기한 내 도착 서류에 한함) 

서류 제출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학교 대학원(15호관 304호)

면접일시
2021.10.27.(수) 2021.12.08.(수) 

서류 제출 자격 합격자에 한해 해당 지원학과 사무실에서 개별 안내(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면접으로 변동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2021.11.12.(금) 2021.12.24.(금)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http://www.inu.ac.kr/user/indexMain.do?siteId=grad [입학안내-합격자조회] 참조

합격자 등록기간 2022.01.03.(월) 10:00 ∼ 01.07.(금) 16:00까지

등 록 금 
납부방법

◦ 입학금 및 등록금 납부방법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 입학안내 / 합격자 조회 참조
  - 합격자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한 본인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입금(이체)
  * 가상계좌 납부방식은 합격자 개인별로 부여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며 반드시 금액이  
    일치해야 함 (입금자가 본인이 아니어도 입금가능) 

http://www.inu.ac.kr/user/indexMain.do?siteId=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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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형방법 

  가. 전형방법 : 학과별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심사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면접(화상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나. 합격자 선발 및 불합격 처리
   1) 서류심사 및 구술고사 성적을 합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본교 대학원위원회 심의 의결
    - 서류 미제출자
    - 구술(면접)고사에 불참한 자
    - 서류심사(서류미비 등) 및 구술(면접)고사 성적이 합격점수 미만인 자
    - 입학원서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06  지원자격 

과정 지원자격

내국인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졸업예정)한 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특별전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대학 전학년 평균성적이 평점 3.0 이상인 자 
  - 지원학과와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내국인
박사과정

•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졸업예정)한 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특별전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석사과정 전학년 평균성적이 평점 3.0 이상인 자 
  - 지원학과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외국인

[공통사항]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졸업예정)한 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어학자격을 갖춘 자
[박사과정] 
•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졸업예정)한 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어학자격을 갖춘 자

[외국인 유학생 어학자격] 
•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인어학성적표는 서류제출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유효성적)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3급 이상 취득자
  - 공인 영어시험 성적 : TOEFL【PBT(550), CBT(210), IBT(80), ITP(550)】,           
       IELTS(5.5), TEPS(600), NEW TEPS(327), TOEIC(700) 이상 취득자
  - 영어권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대학 졸업(예정)자 
  - 대학 4년 또는 대학원 전체과정을 영어로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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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제출서류 

  ❍ 내국인 제출서류 (제출서류 중 6, 7, 8, 11은 인천대학교 지원 학과 사무실 경유 요망)
    ※ ○는 필수, △는 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 석사 박사
(석·박사)

비  고 
※ 모든 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여야 함

필수제출서류
 지원자 전원

 1. 입학원서 ○ ○ • [서식 1] 인터넷 원서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 ○ •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입학원서, 졸업예정(석사 학위수여예정 
  또는 대학원 재학증명서)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반드시 서류제출
  접수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됨
• 졸업예정자의 경우 합격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후 
  2022.02.25.(금)까지  최종 졸업(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 편입한 경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반드시 제출

 3. 대학 성적증명서 ○ ○

 4. 석사 졸업(예정)증명서 - ○

 5. 석사 성적증명서 - ○

필수제출서류
 비동일학과 
 지원자 전원

 6. 지원학과 수학능력 확인서 △ △ • [서식 3] 인천대학교 지원학과 교수 추천서에 한함
• 비 동일학과 또는 전문·특수대학원 출신자에 한함

 7. 학점인증서 △ △
• [서식 4] 인천대학교 지원학과 교수 추천서에 한함
• 비 동일학과 또는 전문·특수대학원 출신자에 한함
※ 대체 가능 최대 인정학점 : 석사는 12학점 이하, 박사는 15학점 이하

필수제출서류
박사

 지원자 전원
 8. 전공분야 교수추천서 △ ○ • [서식 2] 인천대학교 지원학과 교수 추천서에 한함

• 박사(석·박사)과정에 한함

선택제출서류
 (해당자)

 9.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 - △ • 박사과정 지원자 중 연구실적물이 있는 자(석사학위 논문 제외)

 10. 경력(재직) 증명서 △ △ • 해당자에 한함

 11. 이수과목확인서 △ - • [서식 10] 
• 건축학과 건축학 석사과정 지원자에 한함

 12. 학업계획서 △ △ • 디자인학과(A4 5매 이상) 반드시 제출

 13. 연구계획서 △ △ • [서식 12] 사회복지학과 반드시 제출

 14. 포트폴리오 △ △ • 건축학과,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면접 시 반드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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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출서류 (제출서류 중  6, 8, 9, 21은 인천대학교 지원 학과 사무실 경유 요망)
   ※ ○는 필수, △는 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 석사 박 사
(석·박사)

비   고 
※ 모든 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여야 함

 1. 입학원서 ○ ○ • [서식 1] 인터넷 원서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 ○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모든서류 한국어 번역 공증하여 제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가 영문증명서일 경우 공증 필요 없음
• 박사과정 지원자는 학사 및 석사의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아래 ①②③ 중에서 하나의 입증서류 반드시 제출(증명서 모든 서류 각각 확인 받아야함)
 ①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학력) 입증서류
 ② 출신학교가 위치한 국가의 한국영사 또는 주한 출신학교 소재지 국가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③ 중국교육부 학력·학위인증센터가 발행한 영문학력ㆍ학위 등 인증보고서(중국내 학력ㆍ학위취득자)

 

<적용예시>  
◾ 중국인이 미국에서 학위(학력) 취득한 경우 : Apostille 확인,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 확인 또는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영사 확인
◾ 미국인이 중국에서 학위(학력)취득한 경우 : 중국 교육부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영문 학력ㆍ학위      등 인증보고서   

• 졸업예정자는 2022.02.25.(금)까지 학위수여(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 편입한 경우 전적대학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반드시 제출

 3. 대학 성적증명서 ○ ○

 4. 석사 졸업(예정)증명서 - ○

 5. 석사 성적증명서 - ○

 6. 전공분야 교수추천서 ○ ○ •  [서식 2] 인천대학교 지원학과 교수 추천서에 한함 
 7.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 - △ • 박사과정 지원자 중 연구실적물이 있을 시 (석사학위 논문 제외)

 8. 지원학과 수학능력 확인서 △ △ •  [서식 3] 인천대학교 지원학과 교수 추천서에 한함  
• 비 동일학과 및 전문·특수대학원 출신자에 한함

 9. 학점인증서 △ △
•  [서식 4] 인천대학교 지원학과 교수 추천서에 한함 
• 비 동일학과 및 전문·특수대학원 출신자에 한함
※ 대체 가능 최대 인정학점 : 석사는 12학점 이하, 박사는 15학점 이하

10. 학업계획서 ○ ○ •  [서식 5] (A4 3매 이내)

11. 공인어학성적표 ○ ○
• 한국어(TOPIK)3급이상 또는 공인영어성적표 (서류제출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유효성적)
• 공인영어성적 기준 : TOEFL【PBT(550), CBT(210), IBT(80), ITP 550】, IELTS(5.5),
                          TEPS(600), NEW TEPS(327), TOEIC(700) 이상

12.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서약서 △ △
•  [서식 6] (한국어능력(TOPIK) 3급 입학자)
   -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 전까지 4급이상 성적표 제출 (제출일 기준 유효성적) 
   - 미제출시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제출 불가

13. 영어능력 확인서 △ △ • [서식 7]  (본교 해당학과장 및 지도교수 서명 후 제출)
• 대학4년 또는 대학원 전체과정을 영어로 이수한 자 

14. 예금잔고증명서 원본 ○ ○
• 본인 또는 부모명의 예금잔고증명서(6개월 이상 계속 예치)
   (미화 20,000 달러 상당의 한국화나 중국화 등 국내·외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원본 1부   • 재정보증인 :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자율양식),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정부24), 재정보증인의 예금잔고증명서

15. 학력조회확인서 ○ ○ •  [서식 8] 

16. 국적증명서 ○ ○
• 지원자와 부모 각각 국적 입증 서류(여권사본)
• 지원자와 부모의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나 출생증명서) 
• 중국인 : 학생과 부모가 모두 기재된 호구부 한국어 공증본 제출
   (학생과 부모가 한 호구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친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부모님이 이혼
    또는 사망하셨을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출)         

17. 부모국적증명서 ○ ○

18. 거민신분증 사본 △ △ • 중국인
19. 외국인등록증 사본 △ △ •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20.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 • 재외국민만 해당(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21. 외국인 유학생 학비전액장학생추천서 △ △ • [서식 9] 인천대학교 지원학과 교수 추천서에 한함 
22. 이수과목확인서 △ - • [서식 10] 건축학과 건축학 석사과정 지원자에 한함
23. 외국인 유학생 입학포기 서약서 ○ ○ • [서식 11] 지원자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24. 학업계획서 △ △ • 디자인학과 반드시 제출(A4 5매 이상)
25. 포트폴리오 △ △ • 건축학과,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면접시 반드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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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원서접수안내 

  가.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절차
      ◯ 온라인 원서접수
        - 특별전형 : http://ipsi1.uwayapply.com/gradu1/incheongrad/?CHA=1 접속하여 원서접수
        - 일반전형 : http://ipsi1.uwayapply.com/gradu1/incheongrad/?CHA=2 접속하여 원서접수
      ◯ 지원과정 및 학과를 선택하고 안내지시에 따라 입학원서 작성
      ◯ 사진등록
      ◯ 전형료(60,000원)와 수수료(5,000원) 결제
      ◯ 정확히 접수되었는지 접수확인, E-mail이 왔는지 확인
      ◯ 입학원서를 출력하고 제출서류와 함께 인천대학교 대학원으로 등기우편 제출(서류제출 기한 내  도착   
        서류에 한함) ※ 해당서류 미제출 시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의바람
      ◯ 수험표를 출력하여 수험자 본인이 소지하고 면접일 패용

  나. 유의사항
      ◯ 모든 입력사항은 입력요령에 따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착오, 입력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 입학원서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
      ◯ 접수 완료된 원서는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며, 전형료 및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정원외(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국내 휴대전화가 없으면 공지사항 및 각종 안내는 e-mail로 전달 
         ※ 문의사항 : www.uwayapply.com의 게시판을 사용하거나 1588-8988로 문의

09  지원자 유의사항 

  가. 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함
   나. 추후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입학 및 합격을 취소함
      (* 등록금 및 전형료를 포함한 일체의 납입금은 반환하지 않음)
     ☞  국내·외 전적학교에 학적조회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다. 접수 완료된 서류는 변경 및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라. 외국대학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되 출신학교 주소가  
       기재 되어야 함(학력조회를 위한 수험생 의무사항)
   마. 지원 당시“졸업예정자”의 경우 서류제출 접수마감일시까지 졸업예정(학위수여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되며, 졸업예정자 중 합격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2022.02.25.(금)까지 최종 졸업(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를 다시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함 

      ※ 해당서류 미제출 시 서류 미제출에 따라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의바람
   바. “이수과목확인서”를 확인 받지 못한 자는 지원 불가(건축학석사과정) 
   사.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입학관련 사항은 본교 대학원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아. 각종 소정양식은 인천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참조

http://ipsi1.uwayapply.com/gradu/incheongrad/?CHA=1
http://ipsi1.uwayapply.com/gradu/incheongrad/?CH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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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학원 장학제도(*추후 변경될 수 있음)

 1. 학비전액 장학금 (장학금액 : 수업연한(의무 등록학기) 중 등록금 전액)

구  분 선발기준 및 안내사항 

공 통
 ○ 내국인 신 입학 시 선발
 ○ 지도교수 1인당 과정 구분 없이 학기당 신입생 1명 신규 추천 가능  ※ 지도교수 변경 시 장학금 자격상실 및 전액 환수
 ○ 의무사항 : 연구실적물 제출 및 주당 20시간 이내 교육 및 연구 활동 보조1)

석사
(수업연한: 4학기)

 ○ 신입생으로 학부 총 평점평균 3.50이상이고 전일제 학생인 자
 ○ 석사 1차부터 재학기간 중 계속 유자격자2) 

 ○ 재학 중 전일제이고 매학기 성적 3.50이상 유지

박사
(수업연한: 4학기)

 ○ 신입생으로 석사과정 총 평점평균 3.75이상이고 전일제 학생인 자
    (석·박사통합은 신입생으로 학부 총 평점평균 3.50이상이고 전일제 학생인 자)
 ○ 박사 및 석·박사 1차부터 재학기간 중 계속 유자격자2)

 ○ 재학 중 전일제이고 매학기 성적 3.75이상 유지
석·박사

(수업연한: 8학기)

의무사항

 ○ 매 학기 초 제출사항: 교육 및 연구 활동계획서(주당 20시간 이내 교육 및 연구 활동 보조†),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매 학기 말 제출사항: 교육 및 연구 활동보고서(주당 20시간 이내 교육 및 연구 활동 보조†),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의무 연구실적

  

구분 인문사회, 
예ㆍ 체능

이학,
공학 실 적 물  기 준

학·석사,
석사 1점 1점

연구실적 인정점수(편) 계열

ㆍ SCIE, SSCI, A&HCI 논문 게재
ㆍ 국제저널(SCOPUS) 논문 게재
ㆍ 국외학술지, 국내공인학술지 논문 게재
ㆍ 특허등록 발명자
ㆍ 개인전
ㆍ 국제전 출품 및 참가

1점
인문사회, 
예술체육

1점 이학·공학

ㆍ 국외학회 참가발표(포스터 포함)
1점 인문사회, 

예술·체육

0.5점 이학·공학

ㆍ 국내학회 참가발표(포스터 미포함)
0.5점 인문사회, 

예술·체육

0점 이학·공학

박사,

석·박사
2점 3점

연구실적 인정점수(편) 계열

ㆍ SCIE , SSCI, A&HCI 논문 게재 2점
인문사회, 
예술·체육
이학·공학

ㆍ 국제저널(SCOPUS) 논문 게재
ㆍ 국외학술지, 국내공인학술지 논문 게재
ㆍ 특허등록 발명자
ㆍ 개인전

1점

   ※ 연구실적 최종 제출기한 :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제출기한 마감일까지(게재논문에 인천대학교 소속이 명시되어야 함)
    - 논문게재가 확정된 경우, 논문 게재 예정 증빙자료 제출
   ※ 학·석사 연계과정의 경우, 학부 4학년 1학기 실적부터 석사과정 학비전액 장학금 의무실적으로 인정
   ※ 국제학회 참가발표(포스터 포함)
    - 최소 3개국 이상이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초록과 프로그램, 참가사진 등을 
     첨부하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 장학금 환수 
   ‧ 자격상실 해당학기 : 장학금 환수기준 적용
   ‧ 재학기간 중 매 학기 학비전액 장학생 활동보고서 기제출자에 한하여 이전학기 장학금은 환수하지 않음

 1) 교육 및 연구 활동 보조의 범위 : 본부 및 학과 등의 행정·사무보조, 강의자료 준비 등의 강의보조, 실험·실습 연습반 운영, 연구수행 보조, 학부생 멘토링 등
 2) 계속 유자격자의 기준
   ① 직전학기 성적기준 유지. 단, 성적기준 미 충족 시 서약서 작성 후 1회에 한하여 차기 학기에 자격 재취득 가능(의무실적은 변동 없음) 
   ② 전일제 자격 유지(4대보험 미가입)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와 창업지원단을 통한 본교 전임교수의 창업 참여 학생, 생활원 야간생활 지도사, 공공기관에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인 정부 과제 참여 학생에 한하여 예외 적용을 둠 (재직증명서, 창업지원단 증명서, 지도교수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③ 재학 유지 : 휴학 및 자퇴 등 학적변동 불가(입대휴학, 임신, 출산, 육아휴학 예외)
   ④ 지도교수 유지: 지도교수 변경 시 해당 장학금 자격 상실, 장학금 환수
   ⑤ 장기 입원을 요하는 질병, 국가재난, 천재지변, 심각한 감염병 발생 등 재학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 
      한하여 ③항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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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GA(Graduate Assistant) 장학금 (장학금액 : 수업연한(의무 등록학기) 중 해당학기 등록금의 50%)

구  분 선발기준 및 안내사항  비   고

공 통
 ○ 내국인 신입생 및 내국인 재학생 중 매 학기 선발
 ○ 신입생으로 총 평점평균 3.0이상이고 전일제 학생인 자
 ○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3.5이상이고 전일제 학생인 자

매학기 초 선발

의무사항

 ○ 주당 20시간 이내 교육 및 연구 활동 보조1)

  ※ 단, 대학 및 대학원생의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매학기 초 교육 및 연구 활동 계획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 매학기 말 교육 및 연구 활동 보고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 장학금 환수 
  ‧ 자격상실 해당학기 : 장학금 환수기준 적용  

    1) 교육 및 연구 활동 보조의 범위 : 본부 및 학과 등의 행정·사무보조, 강의자료 준비 등의 강의보조, 실험·실습 연습반 운영, 연구수행 보조, 학부생 멘토링 등 

 3. 학·석사 연계 장학금 (장학금액 : 수업연한(의무 등록학기) 중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구  분 선발기준 및 안내사항 비   고 

학·석사연계

(수업연한: 3학기)

 ○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

 ○ 전일제이고 학부 총 평점평균 3.5이상

 ○ 석사 1차 학기에 한하여 지급
 ○ 단, 학ㆍ석사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학생이 학비전액 

장학금 선발기준을 만족하고 의무실적 충족을 서약할 경우, 지도
교수는 교수 1인당 추천할 수 있는 학비전액 장학생 T/O와는 별
도로, 학ㆍ석사연계과정 학생을 학비전액 장학생으로 추천 가능
(석사입학 시 추천)

 ○ 장학금 환수 
  ‧ 자격상실 해당학기 : 장학금 환수기준 적용  

 4. 봉사 장학금 : 일반대학원 원우회 간부 (수업연한(의무등록학기) 중 학기당 160만원)

 5. 연구 장학금

  

구 분 연구 장학금 구분
장학금액

이학, 공학
인문사회,
예·체능

연구 실적물 

기준

 1. JCR 상위 5% 이내 우수 논문 300,000원 400,000원

 2. JCR 상위 10% 이내 우수 논문 200,000원 300,000원

선발기준

 ○ 당해학기 재학생이면서 게재논문의 주저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 이어야 함.

 ○ 게재논문에 학생의 인천대학교 소속이 명시되어야 함.

 ○ 학·석사 연계과정의 경우, 석사과정 1차부터 실적 인정

 ○ 논문의 주저자가 다수일 경우 지급액1)

   · 해당 연구 장학금/N(공동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수2))

 ○ JCR은 최근 JCR YEAR의 Journal Impact Factor를 기준으로 JIF RANK 산정

 ○ 학술지가 속한 분야가 여러 개일 경우 최상위 % 적용

 ○ 인천대학교 소속 논문만 인정 (Current address는 불인정)   

 1) 연구 장학금 지급액 

 2) 공동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중 지도교수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지급액(1/N) 

산정, 공동 제1저자 기준은 

해당 논문에 공동 제1저자로 

명시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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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국인 유학생 학비전액장학금(장학금액 : 수업연한(의무 등록학기) 중 등록금 전액)

구  분 선발기준 및 안내사항 

공 통

 ○ 외국인 유학생 신 입학 시 선발
 ○ 지도교수 1인당 과정 구분 없이 연간 신입생 2명 신규 추천 가능(내국인 학비전액장학생과 별도 T/O)
 ○ 의무사항 : 연구실적물 제출
 ○ 지도교수 변경 시 장학금 자격 상실 및 전액 환수

석사
(수업연한: 4학기)

 ○ 신입생으로 석사의 경우 학부과정, 박사의 경우 석사과정 총 평점평균 3.0 이상

 ○ 재학기간 중 계속 유자격자1) 

 ○ 재학생 중 전일제이고 매학기 성적 3.50이상

박사
(수업연한: 4학기)

석·박사
(수업연한: 8학기)

의무사항

 ○ 매 학기 초 제출사항: 교육 및 연구 활동계획서(주당 20시간 이내 교육 및 연구 활동 보조2))
 ○ 매 학기 말 제출사항: 교육 및 연구 활동보고서(주당 20시간 이내 교육 및 연구 활동 보조2))

 

구분 인문사회, 
예‧ 체능

이학,
공학 실 적 물  기 준

학·석사
석사 1점 1점

연구실적 인정점수(편) 계열

ㆍ SCIE, SSCI, A&HCI 논문 게재

ㆍ 국제저널(SCOPUS) 논문 게재

ㆍ 국외학술지, 국내공인학술지 논문 게재

ㆍ 특허등록 발명자

ㆍ 개인전

ㆍ 국제전 출품 및 참가

1점
인문사회, 

예술체육

1점 이학·공학

ㆍ 국외학회 참가발표(포스터 포함)
1점

인문사회, 
예술·체육

0.5점 이학·공학

ㆍ 국내학회 참가발표(포스터 미포함)
0.5점

인문사회, 
예술·체육

0점 이학·공학

박사

석·박사
2점 3점

연구실적 인정점수(편) 계열

ㆍ SCIE, SSCI, A&HCI 논문 게재 2점

인문사회, 

예술·체육

이학·공학

ㆍ 국제저널(SCOPUS) 논문 게재

ㆍ 국외학술지, 국내공인학술지 논문 게재

ㆍ 특허등록 발명자

ㆍ 개인전

1점

  ※ 연구실적 최종제출기한 :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제출기한 전까지                            
  ※ 논문게재가 확정된 경우(논문 게재예정 증빙자료 제출)도 인정
 ○ 장학금 환수 
   ‧ 자격상실 해당학기 : 장학금 환수기준 적용
   ‧ 재학기간 중 매 학기 학비전액 장학생 활동보고서 기제출자에 한하여 이전학기 장학금은 환수하지 않음

   1) 계속 유자격자의 기준
     ① 직전학기 성적기준 유지                
     ② 전일제 자격 유지(유학(D2) 비자)
     ③ 재학 유지 : 휴학 및 자퇴 등 학적변동 불가(임신, 출산, 육아휴학 예외)
     ④ 지도교수 유지: 지도교수 변경 시 해당 장학금 자격 상실, 장학금 환수
     ⑤ 천재지변, 장기 입원을 요하는 질병의 경우 ③항을 적용하지 않음

   2) 교육 및 연구 활동 보조의 범위
     ① 본부 및 학과 등의 행정·사무보조, 강의자료 준비 등의 강의보조, 실험ㆍ실습 연습반 운영, 연구수행 보조, 학부생 멘토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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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외국인 유학생 특별장학금(장학금 지급 : 수업연한(의무 등록학기)에 한함)

구분 지급금액 선발기준 및 안내사항 의무사항

신입생

당해학기 
등록금의 85%

 ○ 외국인으로 석사의 경우 학부과정, 박사의 경우 석사과정 
    총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주당 20시간 이내 
교육 및 연구 활동 

보조1)

단, 대학 및 
대학원생의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당해학기 
등록금의 50%

 ○ 외국인으로 석사의 경우 학부과정, 박사의 경우 석사과정 
    총 평점평균 3.0미만인 자

재학생
(2018~2019 입학생)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75이상

당해학기
등록금의 80%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5~3.75미만

당해학기
등록금의 50%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0~3.5미만

재학생
(2020년~입학생)

 당해학기
등록금 85%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75이상

당해학기
등록금의 60%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5~3.75미만

당해학기
등록금의 50%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0~3.5미만

   1) 교육 및 연구 활동 보조의 범위 : 본부 및 학과 등의 행정·사무보조, 강의자료 준비 등의 강의보조, 
     실험‧실습 연습반 운영, 연구수행 보조, 학부생 멘토링 등
   ※ 자격상실
    · 매 학기 초 교육 및 연구 활동 계획서
    · 매 학기 말 교육 및 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 필수
    · 해당학기 교육 및 연구 활동 보고서 미 제출자에 대해 추후 졸업 시까지 외국인 유학생 특별장학생 자격상실 

 8. 외국대학 교원 장학금

구분 지급금액 선발기준 기타

외국대학

교원 장학금
등록금의 60%

○ 외국인 입학자로서 2년제 이상 외국대학의 교원

○ 지원 당시 2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로

   지원한 학과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신입생은 성적제한 없이 지급 

○ 재학생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3.25 이상

○ 2년제 이상의 대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

○ 재직증명서 (모국어 및 영문) 제출

○ 외국인 유학생 특별장학금과 별도로 운영

 9. 기타장학금

 구분 지급금액 선발기준

교육협력 협약체결

기관 장학금

당해학기 

등록금 50%

각 학과별 과정 

구분 없이 학기당 

1명만 추천

(2020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공직자 등 중 본교와 

교육협력 협약체결 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신입생으로 총 평점평균 3.0 이상

○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3.50 이상

○ 매 학기 개시일 이전 체결 완료된 협력기관 재직자에 대해서만 당해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기 중 체결된 협력기관 재직자의 경우 소급 적용 불가(단, 차기 학기부터 장학금 신청 가능)

   ※ 학기 개시일 이후 체결되어 차기 학기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도 학과 T/O 내에서 추천 가능

○ 장학금 수혜자가 타과로 전과 시 장학 자격 상실되며 졸업 시까지 장학금 신청 불가

○ 교육협력 체결기관 장학금 1년 예산을 100,000천원을 한도로 제한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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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타사항
    ○ 장학금 수혜금액은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대학원 장학금은 이중수혜를 금지하나 연구ㆍ근로ㆍ봉사 장학금은 예외로 함.
         ※ 학기 중 장학금 자격 상실자에 대한 환수기준

 

환수사유 발생일 환수금액 비고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 전   해당학기 장학금 x (1 - 근무일수/90)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환수하지 않음

 구분 지급금액 선발기준

  [교육협력 협약체결 기관]
   - 인천 시의원 및 군·구의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서구, 중구, 미추홀구, 동구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인천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인천소방본부
   - 인천관광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
   - 인천일보, 중부일보, 기호일보, 동아일보
   - 국회 사무처
   - 인천시설공단,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서구문화재단
   - 한국환경공단, 도로교통공단, LX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지역본부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직장 퇴사 시 수혜자격 상실
   ※ 대상 기관은 협약 체결 및 해지에 따라 변동 가능

주한명예영사

추천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 외국인 입학자로 주한명예영사에게 추천을 받은 자(명예영사 1인당 매년 학생 1명 추천 가능)

○ 신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 재학생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 대상 기관은 협약 체결 및 해지에 따라 변동 가능

주한대사
추천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 외국인 입학자로 주한대사에게 추천을 받은 자(국가별 주한대사 1인당 매년 학생 1명 추천가능)
○ 신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 재학생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 협약 체결 주한대사관   (대상 기관은 협약 체결 및 해지에 따라 변동 가능)
    - 주한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     -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 주한 볼리비아 대사관             - 주한 세네갈 대사관 
    -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 주한 가나 대사관                 - 주한 르완다 대사관  
    -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관 
    - 주한 파라과이 대사관             - 주한 탄자니아 대사관 
    - 주한 앙골라 대사관               - 주한 시에라리온 대사관
    - 주한 가봉 대사관

국제 군인 스포츠 
평의회 추천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 외국인 입학자로 각 국가 국제 군인 스포츠 평의회에게 추천을 받은 자

   (국가별 국제 군인 스포츠 평의회장 1인당 매년 학생 1명 추천 가능)

○ 신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 재학생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금

정부지원 등록금 

5백만원 초과분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

○ 신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학점제한 없이 지급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장학금

「외국인 유학생 

특별장학금」과 

동일적용

○ 「재외공포 국내교육과정」수료자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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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학원 등록금

※ 입학금 및 등록금(1개 학기)은 2021학년도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등록금 전액 감면 받은 학생이어도 입학금은 반드시 납부해야함. 

 (단위 : 원) 
계열별 석사과정 박사과정

입학금 등록금 입학금 등록금

인문·사회 485,000 3,140,000 485,000 3,342,000

자연과학, 예술·체육 485,000 3,657,000 485,000 3,855,000

공학 485,000 4,149,000 485,000 4,203,000

     * 석·박사통합과정은 4차부터 박사과정 등록금 적용

12  인천대학교 생활원   
 
  〇 기숙사 정보
    - 홈페이지 : https://www.inu.ac.kr/user/indexMain.do?command=&siteId=dorm

    * 납부액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〇 통합행정실 연락처 : 032-835-9810, dorm@inu.ac.kr

구분 기간 구분 납부액

제1기숙사

학기(16주)

2인실 760,000원
4인실 460,000원

제2,3기숙사 2인실
관리비 640,000원

850,000원공공요금 160,000원
시설보증금 50,000원

 [인천대학교 대학원]

  - 홈페이지 : http://grad.inu.ac.kr 
  - 주  소 :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송도동) 인천대학교 인문대학(15호관) 304호 
  - 연락처 : 032) 835-8012~4
  - E-MAIL : gradinu@inu.ac.kr 

https://www.inu.ac.kr/user/indexMain.do?command=&siteId=dorm
mailto:dorm@inu.ac.kr
http://grad.incheon.ac.kr
mailto:gradinu@i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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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과사무실 안내

계 열 학  과 사무실 전화번호

인문·사회
(21개 학과,

2개 협동과정)

국어국문학과 인문대학 511호 032)835-8110
한국어교육학과 인문대학 511호 032)835-8110
영어영문학과 인문대학 410호 032)835-8120
독어독문학과 인문대학 512호 032)835-8130
불어불문학과 인문대학 533호 032)835-8140
일어일문학과 인문대학 412호 032)835-8150

중국학과 인문대학 411호 032)835-8790
교육학과 사회과학대학 302호 032)835-8160

사회복지학과 사회과학대학 407호 032)835-8311
윤리학과 사회과학대학 303호 032)835-8827
행정학과 사회과학대학 404호 032)835-8330

도시행정학과 도시과학대학 409호 032)835-8740
정치외교학과 사회과학대학 502호 032)835-8340
신문방송학과 사회과학대학 306호 032)835-8590
문헌정보학과 사회과학대학 215호 032)835-8750

법학과 사회과학대학 424호 032)835-8320
경영학과 경영대학 307호 032)835-8932
무역학과 경영대학 205호 032)835-8520
경제학과 경영대학 321호 032)835-8530

동북아통상학과 동북아경제통상대학 323호 032)835-8710
소비자학과 자연과학대학 415호 032)835-8250

도시계획·정책학과(협동과정) 도시과학대학 409호 032)835-8740
유아·숲·자연교육학과(협동과정) 사범대학 102호 032)835-8660

자연과학
(7개 학과)

수학과 자연과학대학 210호 032)835-8210
물리학과 자연과학대학 110호 032)835-8910
화학과 자연과학대학 411호 032)835-8230

생명과학과 자연과학대학 513호 032)835-8912
해양학과 자연과학대학 427호 032)835-8860
의류학과 자연과학대학 320호 032)835-8914

뷰티산업학과 자연과학대학 303호 032)835-4942

공학
(16개 학과,

 2개 협동과정)

기계공학과 공과대학 204호 032)835-8939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공과대학 542호 032)835-8957

전기공학과 공과대학 217호 032)835-8922
전자공학과 공과대학 315호 032)835-8923

산업경영공학과 공과대학 403호 032)835-8480
신소재공학과 공과대학 305호 032)835-8270
안전공학과 공과대학 334호 032)835-8928

에너지화학공학과 공과대학 506호 032)835-8670
컴퓨터공학과 정보기술대학 410호 032)835-8961

정보통신공학과 정보기술대학 209호 032)835-8930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정보기술대학 310호 032)835-8760

건설환경공학과 공과대학 221호 032)835-8460
환경에너지공학과 도시과학대학 308호 032)835-8964
도시건설공학과 도시과학대학 324호 032)835-8983

건축학과 도시과학대학 509호 032)835-8470
생명·나노바이오공학과 29호관 402호, 615호 032)835-8833

기후국제협력학과(협동과정) 도시과학대학 308호 032)835-8964
도시융·복합학과(협동과정) 도시과학대학 324호 032)835-8983

체육학과 예술체육대학 101호 032)835-8580
예술·체육
(3개 학과) 미술학과 예술체육대학 315호 032)835-8936

디자인학과 도시과학대학 202호 032)835-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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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학 원 서
Application for Admission

 20  Year (Spring/Fall) Semester

전형구분
Admission 

Period
 □ 특별전형 Early   
 □ 일반전형 General 

지원과정
Degree 

program

 □ 학·석사 Combined B.S/M.S.   
 □ 석사 Master’s 
 □ 박사 Doctoral  
 □ 석·박사 Combined M.S. & Ph.D.

수 험 번 호
Registration 

Number, For Office 
Use Only

지원자
Applicant

지원학과
Department                 학과 (Department)

사진
Photo

(4 X 5 cm)

성      명
Full Name

한글
(Korean) ※ Foreigner : Passport name

한 자
Chinese

영 문
(English) ※ Foreigner : Passport name 국 적

Nationality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성별

Gender
□ 남   □ 여
   M   /   F

주 소
Mailing Address

연락처
Contact Numbers

전화번호
Home Phone 

 (       )       －  
Country Code

E-mail휴대전화
Cell Phone

 (       )       －
Country Code

외국인만 작성
Foreigners only

※ 여권만료일이 반드시 
   6개월이상일 것
 Passport expiration
 date must be at least
 6 months left

여권번호
Passport Number

공인외국어성적
Official foreign 
language score

시험구분
(Examination)

□ TOEIC
□ TOEFL
□ IELTS
□ TEPS
□ NEW TEPS
□ TOPIK

성적
(Score)
시험일

(Test date)
공인외국어성적 

대체서류
Substitute for 
Official foreign 
language score

 □ Foreign university diploma
 □ Certificate of English Proficiency

직 장 명
Place of

employment
(if applicable)

직위
Position

전화번호
Work Phone

(      )     －
Country Code

병역사항
Military service 

       □ 미필          □ 면제         □ 예비역          □ 현역 
       Unfinished       Exemption       Reserve            Active Duty

학력
Study 
history

      년  월   ~       년  월
yyyy  mm  ~      yyyy  mm

         대학교         대학             학과(졸업․졸업예정)
         University     College            Department

      년  월   ~       년  월
yyyy  mm  ~      yyyy  mm

         대학교         대학             학과(졸업․졸업예정)
         University     College            Department

      년  월   ~       년  월
yyyy  mm  ~      yyyy  mm

         대학교         대학원          학과(졸업․졸업예정)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경력
Career 
history

      년  월   ~       년  월
yyyy  mm  ~      yyyy  mm

직장명:                         직위: 
Place of employment                Position

      년  월   ~       년  월
yyyy  mm  ~      yyyy  mm

직장명:                         직위: 
Place of employment                Position

      년  월   ~       년  월
yyyy  mm  ~      yyyy  mm

직장명:                         직위: 
Place of employment                Position

  위와  같이  귀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I hereby declare that all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I will be fully responsible
     if any of the information is false.

전형료영수인
Office Use Only

           20    년(yyyy)        월(mm)        일(dd)
                    지 원 자                     (인)
                   Applicant’s name(Print)               Signature

인천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To the Dean of Graduate School,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서식 1

http://mail.inche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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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교수 추천서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Professor in Majoring Department

m 대상 : 박사과정 및 외국인 지원자 (인천대학교 대학원 지원학과 교수 추천에 한함)
    Ph.D. candidates and international students (Recommendation from INU professor of the department to which the Applicant is applying)

지원자성명
Name of
Applicant

지원학과
Department

생년월일
Date of Birth

지원과정
Degree program

석사 M.S. (   ) 박사 Ph.D. (    )
석·박사  Combined M.S. & Ph.D. (    )

  ☞ 추천 내용은 본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의 학생 선발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etails of your recommendation are crucial to the applicant's admission and for selecting
      students for the Master’s and Doctoral degree programs of the INU Graduate School. 
      Please evaluate with care and accuracy.
   ☞ 아래 각 항목의 해당란에 ○ 표를 하십시오. Please tick (√) as appropriate. 

평    가    항    목
Evaluation Details

탁월
Excellent

우수
Good

보통
Fair

비고
Remarks

 ○ 인성은 어떠합니까?
    Character and personality
 ○ 연구 및 학점 수행 능력이 있습니까?
     Potential to conduct research and advanced study
 ○ 창의력이 있습니까?
    Creativity and originality
 ○ 전공 지식을 광범위하게 지니고 있습니까?
     Extensive knowledge in major field

       위 사람은        년   월   일 ＿＿＿＿ 대학교  ＿＿＿＿ (대학․대학원) 
   ＿＿＿＿＿＿＿＿ 학과 졸업(예정)자로서 대학원에 진학할 자질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며, 
  지도교수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named Applicant is a graduated (prospective graduate)
    from ______________ University _____________Department (Graduate School) 
    and has academic talent sufficient for studying in the graduate school. 
   I hereby write a recommendation on behalf of the named Applicant and 
    plan to be his/her thesis advisor.  

   20  년(YYYY)     월(MM)    일(DD)

     ○ 추천인 Recommender
        인천대학교 대학원 Graduate School, Incheon National Univers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학  과 Department

                직위 Title :______________                     
                성명 Name:                서명 Signature                    

 인천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To the Dean of Graduate School,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추천인이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날인하여야 하며, 지원자가 원서접수시 제출함 
   (Seal the recommendation letter in an envelope and sign your name across the seal. 
   Applicants should submit this form with your application documents.) 

 

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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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학과 수학능력 확인서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the Field of Study 

구   분
(Section)

 비동일 학과, 전문․특수대학원 졸업
 For Applicants whose major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graduate school 
 to which they apply

지원자 성명
Name of Applicant

수험번호
Application 

Number
지 원 학 과
Department

지원과정
Program

석사 M.S. (    ) 박사 Ph.D. (    ) 
석·박사 Combined M.S. & Ph.D. (    )

 위 사람은 20   년  월  일 _________대학교 ________(대학․대학원) ________ 학과  졸업
 (예정)자로서 지원학과의 이수과정을 수학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named Applicant is a graduated (prospective graduate)
   from _______________ University _______________ Department (Graduate School)
   and is eligible for completing the curriculum for the field of study.

 붙임 Attachment: 학점인증서(비동일 학과 및 전문특수대학원 출신)  1부
                      Certificate of Credit Recognition (1 copy)

20  년(YYYY)      월(MM)      일(DD)

  ○ 확인자 Verifier (인천대학교 교수  INU Professor)

    학과추천교수 Professor of the Department :                  서명 Signature

     학과장 Department Chair :                                서명 Signature

 인천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To the Dean of Graduate School,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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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점 인 증 서
Certificate of Credit Recognition

m 대상 : 비동일학과 및 전문․특수대학원 졸업자  
       For Applicants whose major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graduate school to which they apply

학년도/학기
Year/Semester

 20    학년도/    학기
        Year     Semester

수 험 번 호
Application Number

지원자 성명
Name of Applicant

지원학과
Department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지원과정
Degree program

 석사 M.S. (   ) 박사 Ph.D. (   )
 석·박사 Combined M.S. & Ph.D. (   )

 위 사람은 본 대학원에 지원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학점 인증이 되기에 학점인증서를 제출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named Applicant, as applying for the INU Graduate School, has
 (      ) credits recognized as below.  

구분
No.

취득성적 Credit Earned
인증성적 Credit Recognized

최대인정학점 :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12학점이하
박사과정 15학점 이하

과 목 명
Course Title

학점
Credit

성적
Grade

교과목코드
Course Code

과목명
Course Title

학점
Credit

성적
Grade

1

2

3

4

5

6

7

20  년(YYYY)      월(MM)      일(DD)

  붙임 Attachment : 성적증명서 1부  Official Transcript 1 copy
 

   ○ 확인자 Verifier
      인천대학교 대학원 Graduate School, Incheon National University 
                                        _________________ 학  과 Department
            학과장 Department Chair :                      서  명 Signature

 인천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To the Dean of Graduate School,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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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계획서 
Study Plan

학위과정 
(Program)

 [  ] 석사 (M.A.)
 [  ] 박사 (Ph.D.) 
 [  ] 석박사연계 (Combined M.S. & Ph.D.)

지원학과 
(Department)

성 명 
(Name)

한글 
(Korean)

수험번호
(Applicant No.)  ※ 기재하지 말 것 (Do not write)

영 문 
(English)

생년월일
(Date of Birth)

학력  사항 
(Education)

College Dept. Name of College Graduated or will graduate on    
20       년 (YYYY)         월 (MM)      일 (DD)

Graduate   
School

Dept. Name of College Graduated or will graduate on    
20       년 (YYYY)         월 (MM)      일 (DD)

연락처 
(Contacts)

자택전화
(Home Phone)

휴대폰
(Cellphone) E-Mail

자기소개서 (Autobiography)
경력(대학생활 또는 직장활동 상황) Experience   (Including college education and employments)

지원동기 및 장래계획 (Reason for applying and future plan)

성격의 장단점 및 특기 (Your strong and weak points and specialties)

상벌 사항 (Awards and criminal convictions)

기타(특기사항) (Other remarks)

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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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서약서
Application for the Submission of TOPIK Score

m 대상 : 외국인 지원자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 성적증명서 제출자
           Only for the international students who have TOPIK Level 3 Certificate

지원학년도
/학기

Year/Semester
 20  학년도 /   학기
     Year      Semester

지원과정
Program

 석사 M.S. (    ) 박사 Ph.D. (     )
 석·박사  Combined M.S. & Ph.D. (     )

지원학과
Department

전형구분
Admission

Type
 특별전형 Early Admission    (   )
 일반전형 General Admission  (   ) 

수험번호
Registration Number

성   명
Full Name

한 글
Korean

영 문
English

중 문
Chines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 별
Gender  국 적

Nationality

연락처
Contact

자택전화
Home Phone

휴대폰
Cell Phone

E-mail

     관련근거 : 교육부 글로벌인재육성과-5492 (2010. 9. 17)
       Related Regulation  : Ministry of Education-5492 (2010.9.17.) 

 ○ 위 본인은 20  학년도 전(후)기 대학원 외국인 전형에 응시함에 있어 차후 학위 청구 
    논문심사 신청시 한국어능력시험성적(TOPIK) 4급 이상 자격증을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학위청구논문 심사 자격이 없음을 
    서약하고 이에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I, when applying for the defense of Master's thesis or Ph.D. Dissertation,
       hereby declare that I will submit my certificate for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Score Level 4 or higher" along with my application 
       for the defense, and that if not, I will not be eligible to apply for the defense.          
      By submitting this document, I confirm that I will not contest this matter 
       under any circumstances.  

20   년(YYYY)      월(MM)      일(DD)
지원자 Applicant :                  서명 Signature

  인천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To the Dean of Graduate School,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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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능 력  확 인 서
Certificate of English Proficiency

m 대상 : 영어권국가 국적자 또는 영어권국가 정식인가 4년제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비영어권 국가에서 정식인가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전체과정을 영어로 이수한 외국인 유학생 
           For applicants who are citizens of English-speaking country (U.S.A., Canada, UK, Ireland, Australia, or New Zealand)
            or who graduated from the accredited universities of English-speaking countries 
            or who completed their undergraduate and/or graduate course work in English medium at accredited institutions 
            in countries other than U.S.A., Canada, UK, Ireland, Australia, or New Zealand.

 지원학년도
/학기

Year/Semester
 20  학년도 /   학기
      Year     Semester

지원과정
Program

 석사 M.S. (    ) 박사 Ph.D. (     )
 석·박사 Combined M.S. & Ph.D. (     )

지원학과
Department

전형구분
Admission

Type
 특별전형 Early Admission    (   )
 일반전형 General Admission  (   ) 

출신대학교
Graduated(ing) 

Institution

  학교명
Name of 

Institution

학교주소
Address of 
Institution

성   명
Full Name

한 글
Korean

영  문
English

생년월일
Date of Birth - 성  별

Gender  

연락처
Contact

자택전화
Home Phone

휴대폰
Cell Phone

E-mail

상기 학생은 영어능력이 우수하여 대학원 과정에서의 학업과 영어논문 작성에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대학원의 전반적인 학업수행에 있어 문제 발생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I confirm that the student above has sufficient English proficiency to pursue advanced
 study and write a dissertation in English at the Graduate School. I declare that I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his or her ability to conduct graduate study. 

20    년(YYYY)      월(MM)      일(DD)

  ○ 확인자  Verifier : 인천대학교 대학원 Graduate School, INU  __________ 학과 Department

         학 과 장 Department Chair  :                     서명 Signature

            지도교수 Advising Professor :                     서명 Signature

 인천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To the Dean of Graduate School,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서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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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조회 확인서
Letter of Consent for Degree Verification

学 历 查 询 确 认 书
유의사항  Notice　注意事项

1.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지원자는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This form is mandatory for applicants who graduated from college or university in foreign countries.
   在国外大学学习的志愿者必须提交。
2. 영어, 한국어로 기재하세요  必须用英文填写。Please make sure to fill out in English or Korean.
3. 이 문서를 수기로 작성하지 마시고 워드로 작성하십시오. Please do not handwrite. Please type.
   此表请使用电子版填写，非手写。
4.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학생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Students who graduated from a university in Korea do not have to submit this form.
   毕业于韩国学校的外国学生不需填写此表。
5. 기재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모든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Information should be true. If not, student should be responsible for disadvantages from providing false information.
   填写的信息如与事实不符，所有责任由学生本人承担。

지원자 정보 Applicant Information　志愿者信息
성명(한글/영문)
Name of Applicant
姓名(韩文／英文)

                                                                   (Korean/English)

생년월일
Date of Birth
出生年月日
지원학과
Department
志愿专业

출신학교 정보 Academic Information 　毕业学校信息
졸업학교명
Name of Institution Graduated
毕业学校名
학위번호 혹은 학번
Degree no. or Student ID no.
学位号或学号
졸업학교주소
Address of Institution Graduated
毕业学校地址
학위종류
Name of Degree
学位类型

□학부 Bachelor's Degree 本科  □석사 Master's Degree 硕士  □박사 Doctoral Degree 博士

이수전공
Major
已修专业
졸업(예정)일자
Date of (Expected) Graduation
毕业(预毕业)日期
재학기간 및 등록학기
Period of Attendance
在校时间及已修学期

재학기간:       년    월   ~      년    월, 총 (  )학기 이수
               (Year/MM) ~       (Year/MM),    Total (  ) semesters completed　
在校时间:　　　　  　年　　　　月   ~　　　　　 年　　　 月，共已修(　　)学期

졸업학교 홈페이지 주소
Website of Institution Graduated
毕业学校网址
학력조회 담당부서
Office of Student Records
学历查询负责部门
학력조회 담당자 성명
Name of Staff in Charge
学历查询负责人姓名
학력조회 담당자 전화번호
Phone No. of Staff in Charge
学历查询负责人电话号码
학력조회 담당자 팩스번호
Fax No. of Staff in Charge
学历查询负责人传真号
담당자 E-mail
E-mail of Staff in Charge
负责人电子邮箱  

년年         월月       일日
                                    (        Year            MM           DD    ) 

　　　　　　　　　
   지원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

                   Applicant’s full name                    Signature

서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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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학비전액 장학생 추천서
Recommendation for Full Scholarship Student

학년도/학기
Year/Semester

 20  학년도/   학기
      Year      Semester

지원과정
Program

 석사 M.S. (    ) 박사 Ph.D. (     )
 석·박사 Combined M.S. & Ph.D. (   )

지원학과
Department

전형구분
Admission

Type
 특별전형 Early Admission    (   )
 일반전형 General Admission  (   ) 

출신대학교
Graduated(ing)

 Institution

학교주소
Address of
 Institution

성    명
Full Name

성  별
Gender

성    적
GPA

____________ / 4.5
 석사는 학부 총 평점평균, 박사는 석사 총 평점평균
  For M.S. applicants, CGPA of undergraduate program, and 
  For Ph.D. applicants, CGPA of M.A. program is required

연  락  처
Contact

자택전화
Home Phone

휴대폰
Cell Phone

E-mail

  상기 학생을 외국인 유학생 학비전액장학생으로 추천하며, 학비전액 장학금의 의무실적물 제출
을 위한 연구를 지도하고자 합니다. 
   I recommend the named Applicant as a full scholarship student and I confirm that

    if selected as a student on this scholarship,

    I will advise the Applicant to meet the research requirements.

20    년(YYYY)      월(MM)      일(DD)

  ○ 확인자 Verifier :  인천대학교 대학원 Graduate School, Incheon National Univers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과 Department

            학 과 장 Department Chair :                     서명 Signature

            지도교수 Advising Professor :                    서명 Signature

 인천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To the Dean of Graduate School,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서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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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 과 목  확 인 서
Certificate of Completed Courses 

m  대상 : 건축학과(건축학 석사학위과정)지원자 
   Only for applicants who apply to the Dept. of Architecture Design and Engineering

수험번호 지원학과 건축학과
성 명 지원과정 건축학석사과정

생년월일
위 사람은 본 대학원에 지원함에 있어 아래 과목들을 이수하였기에 이수과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 이수과목 분야 및 최저 이수학점 수

이수한 과목
교과목코드 과목명 학점 시수 성적

1 건축설계스튜디오
(기초스튜디오 포함 24학점(44시수) 이상)

2 건축과 컴퓨터 (CAD, 디지털 건축 관련 3학점(3시수) 이상
3 건축계획 (공간계획, 시설계획 등 3학점(3시수) 이상)
4 서양건축사, 근대, 현대건축(3학점(3시수) 이상)
5 한국건축사 (3학점(3시수) 이상)

6 건축구조 (6학점(6시수) 이상, 2과목 이상)

7 건축환경 (3학점(3시수) 이상)
8 건축설비 (3학점(3시수) 이상)
9 건축재료 (3학점(3시수) 이상)
10 시공 및 건설관리 (3학점(3시수) 이상)
11 건축법규 (3학점(3시수) 이상)
12 건축과 도시, 도시계획, 도시설계 관련 (3학점(3시수) 이상)

20   년    월    일
붙임 : 성적증명서 1부

○ 확인자 소속 : 인천대학교 대학원
도시건축학 전공주임 :               (인)

인천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서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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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입학포기 서약서
Letter of Disclaimer of Enrollment for International students

학년도/학기
Year/Semester

 20    학년도 /   학기
        Year        Semester

지원과정
Program

 석사 M.A. (     ) 박사 Ph.D. (     )
 석·박사 Combined M.S. & Ph.D. (    )

지원학과
Department

전형구분
Admission Type

 일반전형 General Admission  (    ) 
 특별전형 Early Admission    (    )

성   명
Full Name

한 글
Korean

영  문
English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  별
Gender  

연락처
Contact

자택전화
Home Phone

휴대폰
Cell Phone

E-mail
※ 대한민국 은행만 가능함. Only Korean bank account is accepted
※ 타인에게 위임시 위임자 확인 반드시 필요 
   If the student wish to authorize the other person to receive the refund, please fill below.
  등록금 및 입학금 환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 
    I authorize the below person in regard to the refund of admission and tuition fees.
         지원자 성명   Full Name  :                           서명 Signature

  ◯ 대리자 Authorized person
            성          명 Name        : 
           국          적 Nationality  :
            여   권  번 호 Passport No. : 
            외국인등록번호 Alien No.   :  
            관          계 Relationship : 

환불정보
Details

은행명
Name of Bank

계좌번호
Account No.

예금주
Account 
holder

  위 본인은 입학일 전일까지 (전기 입학생 : 2월 말일까지, 후기 입학생 : 8월 말일까지) 입국하지 못할 경우 입학을 
포기 할 것을 서약합니다.
I confirm to enter Korea before enrollment day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Spring 
semester: Last day of February, Fall Semester: Last day of August), otherwise, I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and give up the enrollment.

20    년(YYYY)      월(MM)      일(DD)

        지원자 성명 Full Name    :                   서명  Signature

       확인자   Verifier : 인천대학교 대학원  Graduate School, INU  __________ 학과 Department
         학 과 장 Department Chair  :                     서명 Signature
           지도교수 Advising Professor  :                     서명 Signature

 인천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To the Dean of Graduate School,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서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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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지원자 연구계획서 
m 대상 : 사회복지학과 지원자      

수험번호 지원자 성명

1.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석사)과정을 통해서 심화시켜나갈 연구주제 및 방법론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서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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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석사)과정을 끝낸 후 진로나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되도록 연구 분야와 향후 전망을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지를 중심으로 작성하여 주기 바랍니다. 

 

 인 천 대 학 교  사 회 복 지 학 과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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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험   표
Interview Card

               20   Year(Spring/Fall) Semester
전형구분

Admission Period
□ 특별전형 Early   
□ 일반전형 General 

지원과정
Degree program

□ 학·석사 Combined B.S./M.S. 
□ 석사 Master’s          
□ 박사 Doctoral  
□ 석·박사 Combined M.S. & Ph.D.

수 험 번 호
Application Number

(For Office Use Only)
지원학과

Department
          학 과

                department
성    명

Full Name

사진
Photo

(4 X 5 cm)
  

수험생 유의사항
Information for applicant

 1. 면접일시 및 장소 : 대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Interview date and location : Check the Graduate School Homepage
   가. 수험생은 면접당일 30분전까지 면접대기기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Applicant should arrive at the interview room 30 minutes             
         prior to the designated interview time.
   나. 전형장소 : 해당학과 사무실
       Interview location : Main office of the department where              
        you are applying 

 2. 면접고사 준비사항 : 수험표, 주민등록증(신분증), 필기도구
    Things to bring with you to the interview : Interview card,    
    your foreign registration card (ID Card), writing utensil

 3. 합격자 발표 :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Interview results will be posted on the Graduate School Website          
    (http://grad.inu.ac.kr)

인천대학교 대학원
Graduate School, Incheon National University 

http://grad.incheo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