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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일정
 

구분 2021학년도 9월 입학 유의사항1차 2차
인터넷

원서접수
2021.4.1.(목)10:00 
~ 4.8(목) 16:00

2021.5.24.(월)10:00
~6.8(화) 16:00

․ 숙명여자대학교 영문 홈페이지 > Admission   
  (http://e.sookmyung.ac.kr/)

전형료 마감 4.8(목) 16:00 6.8(화) 16:00 ․ 전형료는 반드시 기간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서류제출마감 2021.4.14(수) 
17:00 2021.6.8(화) 16:00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합니다.(E-mail 접수 불가)   
  [서류 제출처]
  (04310)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행정관 706호 국제팀 
  외국인 대학원 입학 담당자 앞
 ․ 인터넷으로 접수한 지원서를 출력하여 다른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4. 제출서류 참고)
시험장 안내 2021.4.28(수) 2021.6.21(월)  ․ 숙명여자대학교 영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http://e.sookmyung.ac.kr/)

면접 · 구술시험 2021.4.30(금) 2021.6.23(수)

 ․ 면접구술시험일 30분 전까지 면접대기 장소에 
  입실 합니다.

․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 하십시오
․ 예 ․ 체능계학과는 면접 · 구술시험 시 포트폴리
오  평가, 실기테스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니 해
당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합격자 발표 201.5.14(금) 2021.7.2(금) ․ 숙명여자대학교 영문 홈페이지에 발표합니다.
  (http://e.sookmyung.ac.kr/)

등록금 납부 2021.7월 중 ․ 등록일정 및 등록금 납부방법은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영사확인  서류/
아포스티유 제출 2021년 7월 2021년 7월 중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영사확인본/아포스티유 제출마감 - 추후별도공지
입학생 

오리엔테이션 2021년 8월 예정  시간 장소 추후 공지
개강 2021년 9월 1일(수)

 
    가. 인터넷 원서 접수를 원칙으로 접수합니다. (Study in Korea 홈페이지)
    나. 지원서 및 서류 제출은 반드시 기한 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E-mail 접수 불가)
    다. 지원 자격 심사는 해당 전형 기간 중에 실시하며 심사결과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미비 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자에게 개별연락하오니 국내외 연락처를 정확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서류를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  
       하지 못 할 경우 반드시 2021년 7월 중순까지 제출합니다. 해당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 자격미달로 불합격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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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학과 및 전공
¡ 석사학위과정은 학과별로 모집하며 전공분야는 입학 후에 결정합니다. 단, 피아노과, 관현악과, 작곡학과는   

지원시에 전공을 선택합니다.
¡ 석·박사통합과정은 신입학만 모집합니다.
1) 인문사회계

학 과 세부전공
신입학 편입학

영어트랙석사 박사 석박통합 석사 박사
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 현대문학, 국어학, 국제한국어교육 ○ ○   ○ ○ ○
역사문화학과 동양사, 서양사, 한국사 ○ ○   ― ○ ○
프랑스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어학, 프랑스문학 ○ ○ ○ ○ ○
중어중문학과 중문학, 중어학 ○ ○ ― ○ ○
독일언어·문화학과 독문학, 독어학 ○ ○ ○ ○ ○
일본학과 일본학 ○ ― ― ○ ―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 ○ ○ ○ ○
미술사학과 미술사 ○ ○ ○ ○ ○
영어영문학과 <석사> 영문학, 영어학, 번역학

<박사> 영문학, 영어학, 번역학, TESOL ○ ○ ○ ○ ○ ●
<TESOL>

문화관광외식학과 관광경영, 문화예술경영, 외식경영 ○ ○ ― ― ―

교육학과 교육철학·교육과정, 교육사회학·교육행정,
상담·생활지도, 교육심리학, 평생교육·교육공학 ○ ○ ― ○ ○

가족학과 가족학 ○ ○ ○ ○ ○
아동복지학과 아동·청소년복지, 아동심리치료, 

아동보육과 교육 ○ ○ ○ ○ ○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 ○ ○ ○ ○ ○
행정학과 행정학 ○ ○ ○ ○ ○
사회심리학과 사회심리학, 법/범죄심리학, 

집단역학/조직심리학, 인지심리학 ○ ― ― ○ ―
미디어학과 미디어학 ○ ○ ○ ○ ○
홍보광고학과 홍보광고학 ○ ○ ○ ○ ○
법학과 법학 ○ ○ ○ ○ ○
경제학과 이론경제학, 응용경제학, 경제사, 국제경제학 ○ ○ ○ ○ ○
소비자경제학과 소비자경제학 ○ ― ― ○ ―
경영학과 인사·조직, 마케팅, 회계학, 생산운영관리/MIS, 

재무관리, 국제경영/전략 ○ ○ ○ ○ ○
글로벌서비스학과 글로벌협력, 글로벌앙트러프러너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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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과학계 (*해당계열 지원자는 지도교수 사전 컨택 및 지원서에 기재)

3) 공학계 (*해당계열 지원자는 지도교수 사전 컨택 및 지원서에 기재)

학 과 세부전공 신입학 편입학 영어트랙석사 박사 석박통합 석사 박사
IT공학과 <석사> IT공학

<박사> IT공학, 멀티미디어과학 ○ ○ ○ ○ ○
화공생명공학과 화공생명공학 ○ ○ ○ ○ ○ ●
컴퓨터과학과 컴퓨터과학 ○ ○ ○ ○ ○
전자공학과 전자공학 ○ ○ ○ ○ ―

기계시스템학과 기계공학 ○ ○ ― ○ ○ ●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소프트웨어융합 ○ ― ― ○ ―

4) 예능계 (해당계열 지원자는 포트폴리오 및 실기 동영상 제출관련하여 pg. 9~10 참조)

학 과 세부전공 신입학 편입학 영어트랙석사 박사 석박통합 석사 박사
피아노과 피아노, 피아노 반주 ○ ― ― ○ ―
관현악과 관악, 현악, 타악기 ○ ― ― ○ ―
성악학과 성악 ○ ― ― ○ ―
작곡학과 작곡, 이론, 지휘(관현악/합창) ○ ― ― ○ ―
음악학과 피아노, 관악, 현악, 성악, 작곡, 이론,

음악치료학 ― ○ ― ― ○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시각·영상디자인 ○ ― ― ○ ―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 ○ ― ― ○ ―
환경디자인학과 건축디자인, 도시·조경건축디자인, 실내디자인 ○ ― ― ○ ―

디자인학과 시각·영상디자인, 산업디자인, 공간환경디자인 ― ○ ― ― ○
조형예술학과 공예, 회화 ○ ○ ― ○ ○

체육학과 체육학 ○ ○ ○ ○ ○
무용학과 <석사>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박사> 무용학 ○ ○ ― ○ ○

학 과 세부전공 신입학 편입학 영어트랙석사 박사 석박통합 석사 박사
물리학과 물리 ○ ○ ○ ○ ○
화학과 무기 및 분석화학, 유기 및 생화학, 물리화학 ○ ○ ○ ○ ○ ●

생명시스템학과 생명시스템 ○ ○ ○ ○ ○ ●
수학과 수학 ○ ○ ○ ○ ○

통계학과 통계학 ○ ○ ○ ○ ○
의류학과 의류학 ○ ○ ○ ○ ○

식품영양학과 <석사> 식품영양학, 임상영양(통합과정 제외)
<박사> 식품영양학 ○ ○ ○ ○ ○

약학과 생명약학, 제약학, 임상보건사회약학 ○ ○ ○ ○ ○
제약학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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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과간 협동과정
협동과정명 세부전공 신입학 편입학 영어트랙석사 박사 석박통합 석사 박사

동아시아지역학 동아시아지역학 ― ○ ― ― ○
빅데이터분석융합학 빅데이터분석융합학 ○ ― ― ○ ―
기후환경에너지학 기후환경에너지학 ○ ○ ○ ○ ○

  

    3 지원자격

   (1) 신입학
    가. 국적
    부모 모두 외국인인 여성 외국인
    ○ 지원자 및 부모가 한국 국적을 외국 국적으로 변경한 경우, 고등학교 입학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함
    ○ 한국 국적이 있는 복수 국적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부 또는 모 중 한 명과 가족관계(한부모 가정 혹은 미혼모/부)인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국적으로 지원
       자격을 갖게 됨
    ※ 가족관계 및 국적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이혼/재혼/미혼/사망/실종/입양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나. 학력
      1) 석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지원자
        ○ 국내외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2021년 8월 취득예정자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박사과정 
        ○ 국내외 정규대학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2021년 8월 취득예정자
        ○ 관련 법령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어학능력
    ○ TOPIK 3급 이상(아동복지학과 지원자, 동아시아지역학 TOPIK 4급 이상)
    ○ TESOL, 화학과, 생명시스템학과(TOPIK 3급 이상도 가능), 화공생명공학과, 기계시스템학과 
      지원자는 TOEFL PBT 530, CBT 197, IBT 71, IELTS 5.5, (구)TEPS 600, New TEPS 327점 
      이상 혹은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 공인 영어능력평가 시험 점수
   (2) 편입학

구 분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정
원
외

편
입
학

2
학
기

국내 ․ 외 대학원에서 동일 또는 동일계 학과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예정)하고 6학점 
이상 취득(예정)한 자로 공통 지원 자격 중 하나
에 해당하는 자

국내 ․ 외 대학원에서 동일 또는 동일계 전공분야
의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예정)하고 9학점 
이상 취득(예정)한 자로 공통 지원 자격 중 하나
에 해당하는 자

3
학
기

국내 ․ 외 대학원에서 동일 또는 동일계 학과   
석사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예정)하고 12학점 
이상 취득(예정)한 자로 공통 지원 자격 중 하나
에 해당하는 자

국내 ․ 외 대학원에서 동일 또는 동일계 전공분야
의 박사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예정)하고 18학
점 이상 취득(예정)한 자로 공통 지원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동일 또는 동일계 학과 인정 여부는 면접·구술시험 당일 해당 모집단위 전형위원이 심사합니다.
 2) 지원자의 이수과목에 따라 지원자격상의 편입 학기와 실제 입학하는 편입 학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은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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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1) 필수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유의사항

입학지원서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 해외 거주자 중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서식1]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전형료
(5. 전형료 참고)

국내 지원자 : 신한은행 140-007-271166
해외 지원자 : 
1.Name of Bank : Shinhan Bank (Sookmyung Women's University Branch)
2.Account No : 140-007-271166
3.Swift Code : SHBKKRSE
4.Name of Beneficiary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5.Bank Address : 115 Chungpa-dong 3 Ka, Yongsan-ku, Seoul, Korea
※ 입금시 보내는 사람 이름을 반드시 지원자 이름으로 하고, 서류 제출시 전형료 
영수증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업 및 연구계획서 한글 혹은 영어로 작성,  [서식 2] 참고
이력서(박사 지원자) 한글 혹은 영어로 작성,  [서식 2] 참고

학력조회동의서 한글 혹은 영어로 작성,  [서식 3] 참고

대학졸업(예정)증명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필수

:국내대학 졸업자 제외)
※ 중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8페이지 제출서류 참고

◈ 석사과정 지원자
 ◯1  학사학위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사학위증 각 1부
 ②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박사과정 지원자
 ① 학사학위 졸업증명서 또는 학사학위증 및 학사과정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② 석사학위(예정)증명서 또는 석사학위증 및 석사과정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해외 대학 졸업한 학생은 아래 중 택 1
◯1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력입증서류
◯2  출신학교가 위치한 국가의 한국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입증서류
전학년 성적증명서 관련 유의사항
◯1  100점 만점 환산된 성적증명서 제출
(백분율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만점 기준 제시 또는 성적시스템에 대한 설명 제출)
◯2  제출 성적표에 지원자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성적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평균
평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자의 성적이 명시 된 확인서를 출신
대학에서 발급 받아 추가 제출합니다.
◯3  학교의 공식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WES 웹사이트
(www.wes.org/) 또는 Foreign Credits 웹사이트
(www.foreigncredits.com)에서 성적을 환산하여 공식 성적표 제출
◯4  졸업예정자는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제출 
⑤ 편입하여 졸업한 지원자는 편입전적대학 성적증명서 포함
⑥ <숙명 방문교환학생 장학금> 신청자 추가서류: 본교 방문교환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재학생) 또는 성적증명서(수학종료자)를 제출

전학년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필수:

국내대학 졸업자 제외)
※ 중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8 페이지 제출서류 참고

본인 및 부모의 외국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여권 사본 등
※ 중국 국적자의 경우 전가족 호구부 공증번역본 제출
   전가족 호구부가 아닐 경우 호구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번역본 제출
   전가족 여권사본을 제출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번역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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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택 제출서류

  (3) 편입 지원자 제출서류          

  
  (4) 서류제출 유의사항
   가.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번역본을 제출합니다.
   다. 제출 서류는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접수기간 내에 제출합니다. 
   라.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미제출시 지원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마. 졸업예정자인 경우 합격 후 추가로 졸업증명서를 국제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편입학 지원자 중 휴학 중인 자는 재학증명서 대신 휴학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사.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 지원서 상의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추가서류를 제출합니다.  
   아.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불합격 시에도 반환되지 않음)

선택 제출서류 유의사항
한국어능력시험성적표 TOPIK 3급 이상(아동복지학과, 동아시아지역학 지원자 TOPIK 4급 이상) 또

는 본교 숙명글로벌어학원 한국어 4급 수료증

영어능력시험성적표
TESOL, 화학과, 생명시스템학과(TOPIK 3급 이상도 가능), 화공생명공학과, 
기계시스템학과 지원자 TOEFL PBT 530, CBT 197, IBT 71, IELTS 5.5, 
(구)TEPS 600, New TEPS 327점 이상 혹은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
영어능력평가시험 점수 

 외국인등록증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한함

석사학위 과정
작곡학과(작곡 전공) 지원자 : 본인 작품 1곡 
미술대학 지원자 : 포트폴리오
음악계열: [지원서양식 4] : 해당자만 제출

박사학위 과정

[공통]
· 이력서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국문 또는 영문)
· 본인 석사논문 초록 제출 (국문 또는 영문) 
음악학과 추가 제출서류
․ 작곡 전공 - 작품 3곡 이상(관현악 작품 1곡 포함)  
․ 이론 전공 - 논문 1편 
미술대학 지원자 : 포트폴리오
음악계열: [지원서양식 4] : 해당자만 제출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① 석사학위과정 재학(적)증명서 1부
② 석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백분위 성적 포함) 1부
③ 대학졸업증명서 1부
④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백분위 성적 포함) 1부
⑤ 학업 및 연구계획서(소정양식) 1부
⑥ 학력조회동의서-석사과정(소정양식) 1부

① 박사학위과정 재학(적) 증명서 1부
② 박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백분위 성적 포함) 1부
③ 석사학위증명서 1부
④ 석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백분위 성적 포함) 1부
⑤ 대학졸업증명서 1부 
⑥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백분위 성적 포함) 1부
⑦ 학업 및 연구계획서(소정양식) 1부
⑧ 이력서(소정양식) 1부
⑨ 학력조회동의서-박사과정(소정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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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스티유(Apostille) 및 영사확인 안내

  1. 해외학교 졸업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인증
   지원자는 해외대학에서 발행한 졸업(재학) 및 성적 증명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중 가능한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최종 졸업한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과 함께 제출

   나. 주재국 한국영사 확인
    졸업한 학교가 위치한 나라의 대한민국 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과 함께 제출

  2.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가.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 02-2100-7600
      ○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 : 02-720-8027
      ○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홈페이지(www.hcch.net)의 
        Apostille Section에서 국가별 관련기관 정보 등 최신자료 조회 가능
   나.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2019.05.14. 기준) 총 118개국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필리핀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
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
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
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
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
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
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
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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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 서류제출 안내

   1. 국내 및 중국 거주 지원자 제출서류
     가. 학력 및 학위증 인증보고서 (2개 다 제출) * 영사확인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 학위 인증보고서 1부 (영문) : <Credentials Report> (http://www.cdgdc.edu.cn)
                                      영문이 아닐 경우 공증번역본 제출
        2) 학력 인증보고서 1부 (영문) : <Online Verification of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chsi.com.cn)
        3)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만 (2)번 학력 인증보고서의 <Online Verification of Student Record>로 지원 
           시 제출가능하며, 졸업 후에는 학위/학력인증보고서 및 학위증/졸업증/성적표 공증본을 제출해야 함

       ※ 졸업증명서 원본(중문 혹은 영문),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졸업 후 졸업증명서 제출

   나. 학위증 및 졸업증 공증본 각 1부 (영문, 2개 다 제출)
     다. 성적표: 하기 방법 중 택 1 
       (1) 인증보고서 원본 
       ※ 중국학력인증센터(www.chsi.com.cn) : 학사/석사 학위증서, 대학교 재학증명서(영문)

      ※ 중국학위인증센터(www.chinadegrees.cn) : 학사/석사 학위증서, 대학교 재학증명서(영문)
     (2) 영사확인 원본: 졸업학교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2. 유의사항

    가. 지원시 제출서류가 해당 사이트에서 검증 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인증서 발급까지 약 30일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하도록 합니다. 

   (1) 150,000원(KRW) 또는 150달러(USD)
   (2) 단. 예체능계열 : 200,000원(KRW) 또는 200달러(USD)  
      ※ 원서접수가 완료 된 후 전형료 환불 불가(본교 사정으로 전형이 취소된 경우, 반환할 수 있습니다)    

5 전형료

http://www.cdgdc.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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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형방법

   (1) 전형요소 및 배점  

    
구 분 전형요소별 전형배점

서류심사 면접·구술시험 합 계
정원외 신입학 ․ 편입학  50% (100점) 50% (100점) 100% (200점)

    가. 서류심사는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전적대학(원)의 전공, 이수 교과목 및 학업성취도 등의 
   평가요소로 평가합니다.

    나. 면접 · 구술시험은 지원자의 학업 및 연구계획서를 기준으로 지원 전공에 대한 지식, 외국어 독해 능력,   
       학문에 대한 열의, 연구계획, 실기 테스트 및 포트폴리오 심사(예체능계 해당 학과), 한국어 사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 평가합니다.
    다. 면접 · 구술시험 시 포트폴리오 평가, 실기테스트 등을 실시하는 학과 및 전공을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라. 해외체류로 인해 면접구술시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면접구술시험 당일에 전화인터뷰(혹은 화상인터뷰)
       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예 ․ 체능계 실기테스트 과목

 가. 포트폴리오 평가, 실기테스트, 작품분석테스트, 음악이론테스트, 본인작품평가, 본인논문평가, 논술시험은  
 면접·구술시험 성적에 반영합니다.

구분 모집단위 신입학 편입학 한국미체류시 시험대체안

석사

과정 

피아노과
(피아노,피아노반주)
관현악과
(관악,현악,타악기)
성악학과(성악)

Ÿ 실기테스트 Ÿ 실기테스트
Ÿ 실기테스트 내용을 촬영한 

USB 제출         
Ÿ (CD,VIDEO,DVD 허용안됨) 

작곡학과
(작곡전공)

Ÿ 서양음악사 및 이론
Ÿ 지원자의 작품

Ÿ 서양음악사 및 이론
Ÿ 지원자의 작품

Ÿ 한국 미체류자 지원가능작곡학과 
(이론전공)

Ÿ 서양음악사 및 이론 
Ÿ 작품분석

Ÿ 서양음악사 및 이론
Ÿ 작품분석

작곡학과
(지휘전공)

Ÿ 실기테스트 Ÿ 실기테스트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조형예술학과

Ÿ 포트폴리오 평가 Ÿ 포트폴리오 평가 Ÿ 포트폴리오 평가

박사

과정

음악학과
(피아노, 관악,
 현악, 성악)

Ÿ 실기테스트 Ÿ 실기테스트
Ÿ 실기테스트 내용을 촬영한 

USB 제출         
Ÿ (CD,VIDEO,DVD 허용안됨)  

음악학과 (작곡)
Ÿ 서양음악사 및 이론
Ÿ 지원자 작품 3곡이상(관현악 1

곡 반드시 포함)

Ÿ 서양음악사 및 이론
Ÿ 지원자 작품 3곡이상 (관현

악 1곡 반드시 포함) Ÿ 한국 미체류자 지원가능

음악학과 (이론) Ÿ 서양음악사 및 이론
Ÿ 지원자의 논문 1편 이상

Ÿ 서양음악사 및 이론
Ÿ 지원자의 논문 1편 이상

음악학과 
(음악치료학)

Ÿ 논술시험 (2시간) - Ÿ 전화인터뷰
Ÿ (혹은 화상인터뷰)

디자인학과, 
조형예술학과

Ÿ 포트폴리오 평가 Ÿ 포트폴리오 평가 Ÿ 포트폴리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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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 ․ 체능계 실기테스트 과목 및 포트폴리오 양식
 가. 음악계 학과 실기테스트 과목
  1) 석사학위과정

학과/전공 내  용

피아노과

피아노
Ÿ 낭만, 현대곡 중 1곡
Ÿ Beethoven Sonata 전 악장

피아노 반주

Ÿ 솔로곡 : 1) 에튀드 中 한 곡(작곡가 불문)
            2) 고전소나타 中  중 제 1악장
Ÿ 기악곡 : Mozart, Beethoven, Brahms, Faure, Frank, Grieg, Saint-Saëns,
            Schumann 소나타 1곡을 선택하여 빠른 한 악장 연주
Ÿ 성악곡 : 독일가곡 1곡과 자유곡 1곡(총 2곡)
Ÿ 초견(초견악보는 당일 배부)
 ※ 연주자는 본인 동반

관현악과 Ÿ Concerto 혹은 Sonata 전 악장 (cadenza 포함)

성악학과
Ÿ 가곡 1곡(독/불/영/이 중 1곡)
Ÿ 오페라 아리아 1곡 

 작곡학과

작곡

<국내 체류자>
Ÿ 서양음악사 및 이론
Ÿ 지원자의 작품
<국내 미체류자>
Ÿ 화상 인터뷰: 서양음악사 및 이론
Ÿ 지원자의 작품 2곡 이상 제출

이론

<국내 체류자>
Ÿ 서양음악사 및 이론 
Ÿ 작품분석
<국내 미체류자>
Ÿ 화상 인터뷰: 서양음악사 및 이론

지휘

관현악

<국내 체류자>
Ÿ 실기테스트(지휘)
       -L. v. Beethoven Symphony No.1 中 1악장
       -C. M. v. Weber Opera <Oberon> Overture
Ÿ 시창과 청음(단성, 2성, 4성) 및 총보독법
Ÿ 피아노 실기(Sonata 中 빠른 악장)
Ÿ 주어진 오페라곡으로 반주하며 노래하기
       -W. A. Mozart Opera <Don Giovanni> K.527 中 2중창 “Là ci darem la mano”
<국내 미체류자>
1. 화상 인터뷰
2. 하단 실기테스트 내용을 촬영한 USB 제출 
(1) 실기테스트 (지휘)
-L. v. Beethoven Symphony No.1 中 1악장
-C. M. v. Weber Opera <Oberon> Overture 
(2) 실기테스트 (피아노 실기)
- Sonata 中 빠른 악장
(3) 실기테스트
(주어진 오페라곡으로 반주하며 노래하기)
-W.A. Mozart Opera<Don Giovanni> K.527 中 2중창 "La ci darem la mano“

합창

<국내 체류자>
Ÿ 실기테스트(지휘)
       -G. F. Handel <Messiah> 中 “Worthy is the Lamb that was slain”
       -F. Mendelssohn <Elijah> 中 “He watching over lsrael”
Ÿ 시창과 청음(단성, 2성, 4성)
Ÿ 피아노 실기(Sonata 中 빠른 악장)
Ÿ 성악실기(자유곡 1곡)
<국내 미체류자>

1. 화상 인터뷰
2. 하단 실기테스트 내용을 촬영한 USB 제출
(1) 실기테스트 (지휘)
-G.F. Handel <Messiah> 中 "Worthy is the Lamb that was slain"
-F. Mendelssohn <Elijah> 中 "He watching over Israel"
(2) 실기테스트 (피아노 실기)
- Sonata 中 빠른 악장
(3) 실기테스트 (성악 실기)
- 자유곡 1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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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박사학위과정

나. 미술계 학과 포트폴리오 양식
1) 석사학위과정

학과 규격 및 양식 작품수 내 용

시각·영상디자인학과
A3, B4, A4 
중 선택

5점
이상

Ÿ 대표 포트폴리오 10장

산업디자인학과
A3, B4, A4 중

선택
5점
이상

Ÿ 주요 작품 실적을 평면시각물로 제작

환경디자인학과 A3, B4 중 선택
3점
이상

Ÿ 주요 작품 실적을 평면시각물로 제작             
Ÿ (투시도, 3D 등 자신의 역량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작품)

조형예술학과 8″*10″ 10점
Ÿ A4 크기의 클리어 파일 1권에 삽입 제출(작품설명, 특징, 

제목, 재료, 크기 포함)
Ÿ 파일크기와 작품수량 준수(파일표지 이외 인적사항 삭제)

 - 공동제작물의 경우 공동제작자 및 참여자의 참여 범위 등을 명기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창작물을 

표절․도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2)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다. 무용학과 ․ 체육학과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모두 실기테스트가 없습니다.

7  전형기준

    (1) 해당 학과에서 지원자의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면접구술시험에 결시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학과 규격 및 양식 작품수 내 용

디자인학과 제한 없음
5년 이내에 제작한

10점 이내
-

조형예술학과 8″*10″ 20 점

Ÿ A4 크기의 클리어 파일 1권에 삽입 제출(작품설명, 
특징, 제목, 재료, 크기 포함)

Ÿ 파일크기와 작품수량 준수(파일표지 이외 인적사항 
삭제)

학과/전공 내  용

음악학과

피아노 Ÿ 시대가 다른 세 개의 작품연주(60분, 고전시대 Sonata전악장 반드시 포함)
관악 Ÿ 시대가 다른 네 개의 작품연주(60분)
현악 Ÿ 시대가 다른 네 개의 작품연주(60분)
성악 Ÿ 자유곡 연주(30분) 및 Lecture : 수험생은 연주곡목을 시험당일 제출

작곡

<국내 체류자>
Ÿ 서양음악사 및 이론
Ÿ 지원자의 작품 3곡 이상( 관현악 1곡 반드시 포함)
<국내 미체류자>
Ÿ 화상인터뷰: 서양음악사 및 이론
Ÿ 지원자의 작품 2곡 이상 제출

이론

<국내 체류자>
Ÿ 서양음악사 및 이론
Ÿ 지원자의 논문 1편 이상
<국내 미체류자>
Ÿ 화상인터뷰: 서양음악사 및 이론
Ÿ 지원자의 논문 1편 이상 제출

음악치료학 Ÿ 음악치료 논술시험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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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TESOL, 화학과, 생명시스템
       학과 (TOPIK3급 이상도 가능), 화공생명공학과, 기계시스템학과 지원자의 경우 TOEFL PBT 
       530, CBT 197, IBT 71, IELTS 5.5, (구)TEPS 600, New TEPS 327점 이상 혹은 그에 상응하는 점수
        의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 점수를 제출합니다.
      ※ 아동복지학과, 동아시아지역학 지원자는 TOPIK 4급 이상 성적을 제출합니다.  
    (4) 상기 기준의 한국어능력시험성적이 없는 지원자는 입학시험 합격자(조건부 합격)에 한해 반드시 학기
        시작 전에 시험점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험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준에 도달 할 
        때까지 휴학 후 어학성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영어트랙의 경우 상기 기준의 성적 미소지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5) 정부초청장학생 및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은 초청 지원 자격 및 학사관리지침에 따릅니다.
    (6) 위 (3)~(4)항에도 불구하고 기타 증빙서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위 기준에 준하는 어학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어학성적 제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한국에서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예정)자
    ㉡ 해외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를 전공(예정)자
    ㉢ 본교 숙명글로벌어학원에서 한국어 4급 이상 수료(예정)자
    ㉣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 소지자로 그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TESOL, 화학과, 생명시스템학과, 화공생명공학과, 기계시스템학과 지원자에 한함) 
        단, 영어를 포함하여, 법적공용어가 2개 이상 있는 국가의 경우 교육과정이 영어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입학자는 졸업 전까지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입학시 영어성적을 제출한 경우 제외) 

8  수험생 유의사항
   (1) 입학원서는 온라인 접수 후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후 원서를 출력하여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전형료 영수증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는 서류도착기한까지 본교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학과별 추가제출서류는 면접 ․ 구술시험 당일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3) 원서작성 시 입력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글성명/영문성명
㉡ 지원자 지원학과/전적 학교 100점 만점 환산시 GPA
㉢ 국적/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출신학교 소재국/출신학교명/출신학과/졸업년월일
㉤ 지원자 주소/자택전화/휴대폰
㉥ 지원자 부모 국적/전화번호/주소
㉦ 지원자 이메일주소/Skype ID
㉧ 지원자 한국어능력수준/영어시험점수

   (4) 인터넷 원서접수 시 지원자는 컬러사진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사진 업로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모자 등을 벗고 단색 배경으로 상반신을 정면으로 찍은 
      반명함판 칼라 증명용(3×4cm)을 사용하십시오.
    - 사진파일은 반드시 JPG 파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해상도가 현저히 낮은 파일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업로드 한 사진은 본인확인 및 합격 후 학생증 발급, 학적부 등재용으로 사용합니다.
   (5)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입학원서에 기재하는 연락처는 전형기간 중 연락이 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제출서류를 위ž변조한 자,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자, 지원 자격이 없는 자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7) 일단 접수한 지원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함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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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9)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실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0) 모든 시험 중에는 시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동전화 등의 무선통신기기 및 CD․MP3 플레이어 등의   

음향기기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11) 신체검사는 등록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신체검사에서 질병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타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주는 자로 판정 받은 자는 입학 후 대학에서 휴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2) 이 모집요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본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본 요강은 한국어로 제작되어 
   기타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해당 입학요강과 관련하여 의미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어 모집요강이 우선시     
   됩니다. 
   (13) 학부 및 석사학위과정의 전공을 변경하여 입학한 자 중 석사학위과정은 입학 후 학부 전공과목 중에서 
   최대 15학점을,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 전공과목 중에서 별도의 보충과목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단, 입학 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소속 학과에서 보충과목으로 이수인정을 받은 교과목은 이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충과목 이수 관련 사항은 본교 대학원 교학팀(02-2077-79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취득(예정)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의 학위를 선택하여 원서접수 시 입력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추후 절대 변경 불가)
   (15) 국내 미체류로 인해 실기테스트를  영상으로 대체할 경우 해당학과(석사: 피아노과, 관현악과, 성악학과 / 
   박사:음악학과) 지원자는 반드시 실기테스트 동영상 재생 및 음향 등이 정상적으로 구동 되는지 확인 후 제출해야 
   하며, 동영상 오류 및 재생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부모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입학문의 및 서류 제출처 

   

○ 주소        (04310)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행정관 706호 국제팀 외국인입학 담당자

○ 전화 +82-2-710-9284/9817(대학원)/9813(학부) 
○ 전자우편  admission@sookmyung.ac.kr
○ 홈페이지 http://e.sookmyung.ac.kr

9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1) 입학 장학금(첫 번째 학기)  - 세계지역핵심인재 장학금

      가. 자격 : 부모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형을 통해 입학한 자로 세계지역핵심인재 장학생 선발과정을       
                    통해 선발된 외국인 학생   

 나. 평가항목 : 어학성적 (100%)

 다. 안내사항
    ◯1  입학 장학금은 지원자의 별도 신청 없이 선정됩니다. <숙명 동문 장학금> 및 

          <숙명 방문교환학생 장학금> 은 세계지역핵심인재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동문 장학금> 과 <방문교환학생 장학금> 중복수혜자일 경우 입학금은 1회만 면제됩니다.
         ◯2  장학금 수령 여부는 합격자 발표 시 조회 가능합니다.
         ◯3  입학금 및 등록금은 해당 학기, 전공의 등록금 기준에 따릅니다.

장학등급 장학금
한국어

능력시험
(TOPIK)

본교 글로벌
어학원

TOEFL
(iBT)

IELTS

A 수업료 70% 면제 6급 - 110 이상 8.0 이상

B 수업료 50% 면제 5급 6급 수료 100~109 7.0~7.5 

C 수업료 40% 면제 4급 5급 수료 80~99 6.0~6.5 

D 수업료 30% 면제 3급 4급 수료 60~79 5.5

mailto:admission@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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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심사를 통해 기숙사비, 항공료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영어트랙 지원자가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 소지자로 
         그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예정)자일 경우, 별도 어학성적 미제출시 어학성적은 TOPIK 5급에 
         준하는 배점이 부여됩니다. 단, 영어를 포함하여 법적공용어가 2개 이상 있는 국가의 경우 
         교육과정이 영어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한국에서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예정)자 및 해외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졸업(예정)자는 별도 어학성적 미제출시 TOPIK 4급에 준하는 배점이 부여됩니다.

     (2) 입학 장학금(첫 번째 학기)  - 숙명 동문 장학금

        가. 자격 : 본교 학위과정 졸업(예정)자

        나. 장학내역 : 입학금 면제

 

     (3) 입학 장학금(첫 번째 학기)  - 숙명 방문교환학생 장학금

        가. 자격 : 본교 학위과정 방문교환학생 수학종료(예정)자

        나. 장학내역 : 입학금 면제

     (4) 재학 장학금(정규학기 : 석사 4학기/박사 4학기 이내)
        
           가. 본교 외국인 재학 장학금 기준에 따릅니다.           
           나.  지원자의 별도 신청 없이 직전 학기 성적에 따라 자동으로 선발됩니다.
        다. 재학시 장학금 지급기준 규정사항
         ◯1  재학 시 P/F 교과목을 제외한 과목의 취득학점이 6학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급
         ◯2  정규 학기(수혜학기 기준 : 석사 4학기, 박사 4학기)까지 지급
         ◯3  보충과목은 성적에 산입되지 않음
         ※ 보충과목만 들을 경우, 성적이 나오지 않아 성적장학금 수혜자격 없어짐

10  기숙사 안내

      (1) 국제관     
        가. 신청자격 : 본교 부모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신입생
     나. 신청방법 : 우리대학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합격자 발표시 안내)
     다. 신청기간 : 2021년 7월 예정 (합격자 발표시 안내)
     라. 기숙사비(학기당, 4개월): 720,000원~1,540,000원
        기숙사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방학 중 기숙사 이용은 별도 신청 및 이용금액 납부
     마. 문의 : +82-2-6325-3100 / inthouse@sookmyung.ac.kr /
              http://e.sookmyung.ac.kr → Life on Campus → Housing   
     ※ 입사신청 인원이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입사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교외 거주 공간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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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은 수집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입학전형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Our university does not us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phone number, email address, etc.) for purposes other than admission purposes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단, 합격하여 최종 등록한 자의 개인정보는 입학 후 학력조회 및 자격조회, 우리대학의 학적부 생성, 학생증 발급 및 재학 기간 중의 교육과정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However, personal information of those who have passed and registered is used as data for the examination and qualification of their academic records after admission, the creation of the academic records of our university, the issurance of student certificates and curriculum during your study period.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I agree to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 above information.

제출서류 목록 확인 Documents Self-Check list
1. 학업계획서 Study Plan □ 8. 학력조회동의서Academic Record Check Agreement □

2. 학사졸업(예정)증명서Certificate of graduation(BA) □
9. 학위인증보고서(Degree)1) Credentials Report (http://www.cdgdc.edu.cn)
2) Online Verification of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chsi.com.cn)
* Institutions in China Only

□
□

3. 학사학위증 Degree of BA □ 10. 성적인증보고서(Transcript)
Credential Reports(Institutions in China only) □

4. 학사 성적증명서Transcript(BA) □ 11. 어학증명서(한국어/영어)Language Certificate (Eng or Kor) □
5. 석사 졸업(예정)증명서Certificate of graduation(MA) □ 12. 가족관계증명서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
6. 석사 학위증 Degree of MA □ 13. 부/모 신분증 사본Passport copies of Father / Mother □
7. 석사 성적 증명서Transcript(MA) □ 14. 지원자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사본Passport or Alien registration car   copy □
15. 입학지원서 하단      본인자필 서명Signature at the bottom of the application page

□
16. [박사] 이력서 Resume (KOR or Eng)
[박사] 석사논문 초록 Abstract (Kor or Eng)

□
□

17. 지도교수 성명 (*자연과학계와 공학계 해당)
Professor in charge:
Natural Science & Engineering

18. 예체능계 포트폴리오 또는 실기USB : 학과마다 상이 (pg 9-10 참조)
 Arts and Physical Education applicants
Profolio and Peformance USB (Refer pg. 9-10)

□

전형료 납부일자Application Fee submission date                                      YYYYMMDD
전형료 입금자명Application Fee name

서류접수일Documents submission Date                                      YYYYMMDD
SKYPE ID(해외거주자의 경우 필수)If you are residing ou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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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입학지원서 양식: ※ means ‘Official only’

 Application For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given in this application is complete and accurate. 본인은 상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       .        . (Date/작성일) 

Applicant(지원자)                        (Signature) 

2021학년도 후기 정원외 부모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입학전형 수험번호
(Application No.) ※

성명(Name)
Korean

Photo
(3*4)

English
(Name on 
Passport)

(Surname) (Given   Name)

지원학과(Department) (Please   fill out exact name on the guideline)
지원전공(Major) (Please   fill out exact name on the guideline)
과정(MA/Ph.D./Combined)
입학구분(Freshwoman /Transfer)
생년월일(Date of Birth) (Day) (Month) (Year)
국적(Nationality) 지원자(Applicant) 아버지(Father) 어머니(Mother)
 TOPIK
 공인어학능력점수
(Official Language 
Test Results)

Level (       )
유효기간(Valid until)
         년   월   일

English
공인어학능력점수：English
(Official Language Test Results)

Test name: 
Level(             )
Valid until: YYYYMMDD
            .     .

외국인등록번호(Alien   Registration No.) (Card Holders Only) E-Mail
휴대폰번호(Cellphone   No.) Skype I.D. (해외거주자의 경우 필수)(Mandatory for oversea applicants)
국적(Nationality) 지원자(Applicant) 아버지(Father) 어머니(Mother)
주소(Address)
보호자 연락처(Emergency Contact information) Email:                  Cellphone number: (Korea if you have) :

학력

학사(Bachelor’s)
Name   of University(Official   English Name)  

Major GPA     /100
Date of Admission (Day/Month/Year) Date   of Graduation (Day/Month/Year) 

석사(Master’s)
Name   of University(Official   English Name)

 
Major GPA     /100

Date of Admission (Day/Month/Year) Date   of Graduation (Day/Month/Year) 

박사(Ph.D.)
Name   of University(Official   English Name)

 
Major GPA     /100

Date of Admission (Day/Month/Year) Date   of Graduation (Day/Month/Year) 



 www.e.sookmyung.ac.kr- 17 -

[서식 2]학업 및 연구계획서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학 업  및  연 구 계 획 서
◆ 석사학위과정 ◆

수험번호 ※기재하지 않습니다. 성    명
학    과 전    공

1. 자기소개

2. 진학동기

3. 연구관심분야

위와 같이 학업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숙명여자대학교 총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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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학업 및 연구계획서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학 업  및  연 구 계 획 서

◆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과정 ◆
수험번호 ※기재하지 않습니다. 성    명
학    과 전    공

1. 자기소개

2. 진학동기

3. 연구논문제목

4.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5. 연구방법

6. 연구일정

   
위와 같이 학업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숙명여자대학교 총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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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이력서(박사) 양식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지원자 이력서

    
수험번호 성    명
학    과 세부전공

  1. 학력사항
구분 기간 학교 학과 학위명
학사 ～
석사 ～
2. 경력사항

기간 근무기관 담당업무 직위 증빙여부
(V)

～
～
～
～

3. 연구실적
연구자명 발표논문(연구)제목 발표(게재)지 발표(게재)년월일 증빙여부

(V)

위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숙명여자대학교 총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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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학력조회동의서 양식
※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며 반드시 자필서명 합니다. Please fill the form in Korean or English, do not forget sign it. 

학력조회동의서
Academic Record Check Agreement

이 양식에 서명함에 따라 본인이 이수한 학력/학위과정에 대하여 진위를 조회할 수 
있도록 숙명여자대학교에 권한을 부여하며 학력조회에 동의합니다.

     By signing this form, I am giving my agreement and hereby authoriz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o verify my degree/enrollment records. 

    귀하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학력조회 의뢰 용도로만 사용되며 엄중히 관리됩니다. 

    The information you provide will be kept in strict confidence and will be used only for the purpose of  
    degree(enrollment) verification. Thank you for your assistance. 

                            

Applicant Information 지원자 정보 

School Name 학교명

Name of Applicant 지원자성명 
                         ,                         

(Family Name, 성)             (Given Name, 이름)

Academic Background 학력 / 취득학위
□ 고등학교 졸업 High School Graduate

□ 학사 Bachelor       □ 석사 Master 

Major Course of Study 학과/전공

Student ID Number 학번  

Date of birth 생년월일          년 (YYYY) /         월(/MM) /         일/(DD)

Date of admission(transfer from another school) 입학일자         년 (YYYY) /           월(/MM) /        일/(DD)

Date of graduation(transfer to another school) 졸업일자          년 (YYYY) /          월(/MM) /        일/(DD)

Signature of Subject, Date 지원자 서명 및 작성일자

                 지원자 서명(Signature of Subject)  Date 작성일자                         
년 (YYYY) / 월(/MM) / 일/(DD)

Office in Charge of You Graduated 
Information

(Applicant who graduated School in 
Korea, do not need to fill in.)

학력조회 담당부서명 및 연락처, 이메일
 

(국내대학 졸업자의 경우 기재하지 않음)

Name of office :

Phone :                    FAX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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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계열 학과 
반(연)주자 서약서

  ※  서약 내용을 잘 읽고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여러 명의 수험생의 반(연)주를 하는 경우 수험생 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  반(연)주자는 본 반(연)주자서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실기시험 당일에 신분증과 함께 지참합니다.

     

     ■ 우리대학은 입시의 공정한 관리 및 진행을 위하여 이 서약서를 제출 받습니다.

     ■ 우리대학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 신상정보를 절저히 보호하며 관련된 업무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반(연)주자 인적사항 ■

구 분 □ 반주자 □ 연주자 악 기 명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연 락 처 휴대전화 (               ) 자택전화 (               )

■ 수험생(학생) 인적사항 ■

성    명 수험번호

학위구분 □ 석사 □   박사
지원학과

및 전공

                 (학과)

                 (전공)

악 기 명

■ 반(연)주자 서약내용 ■

1. 본인은 모집요강 및 실기시험 관리계획을  준수하겠습니다. (대기실 및 실기시험장 입실시간 준수)

2. 본인은 대학원 교학팀 직원, 음악계열 학과 실기시험 전형위원 및 진행위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입학(실기시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을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시험 당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과 본 서약서를 지참하겠습니다. 

   (신분증 미지참 시 입실불가).

위와 같이 반(연)주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반(연)주자 본인 : (인/서명)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