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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간 비고
원서접수 
(인터넷)

2020. 6. 3.(수) 09:30 ~ 
      6. 9.(화) 17:00

 ․ 대학원 홈페이지(http://grad.konkuk.ac.kr) 
 ․ 진학어플라이(http://www.jinhakapply.com)

서류제출 
(등기우편)

2020. 6. 3.(수) 10:00 ~ 
      6. 10.(수) 17:00

 ․ 지원학과 사무실로 등기우편 제출    
   (방문접수 불가) 
 ․ 2020.6.10.(수) 17:00까지 도착해야 함.

면접고사 2020. 6. 20.(토)  ․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학과별 상이) 

합격자 발표 2020. 6. 30.(화) 16:00 예정  ․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개별통지하지 않음)

등록
본등록 2020. 7. 3.(금)~7. 10.(금)  ․ 세부사항 추후 안내 

  ※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Ⅰ모집일정 

※ 유의사항
   ∙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내에 회원가입, 원서작성, 전형료와 수수료 결제까지 모두 

마쳐야 원서접수가 완료되며 접수시간 이후 지원은 인정하지 않음.
   ∙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원서 내용 변경(수정)·취소, 전형료 및 수수료 환불은 

일절 불가함.
   ∙ 2020년 2월에 2020학년도 후기 석사예약입학생으로 예비선발된 자는 지원 불

가함. 

※ 서류제출처 
   (우)05029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해당학과 사무실 주소(학과 연락처 참조)

※ 문의전화   02) 450-3263, 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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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모집인원 

  * 학위과정별 각 학과 약간 명

Ⅲ지원자격

    1. 석사학위과정 
      가) 2학기 편입 : 국내·외 정규대학원에서 석사과정 1학기이상 수료( 6학점 

이상)한 자
      나) 3학기 편입 : 국내·외 정규대학원에서 석사과정 2학기이상 수료(12학점 

이상)한 자
      
      
   2. 박사학위과정
      가) 2학기 편입 : 국내·외 정규대학원에서 박사과정 1학기이상 수료( 9학점 

이상)한 자 
      나) 3학기 편입 : 국내·외 정규대학원에서 박사과정 2학기이상 수료( 18학점 

이상)한 자 

   3. 유의사항
      가) 현 건국대학교 일반 및 전문대학원 재적자는 지원 불가
         ( ※ 특수대학원 재적자는 지원 가능)
      나)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전임교원 및 직원(정규직, 계약직, 행정조교 포함)은 

원칙적으로 입학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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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모집학과·과정·전공

 - 석사학위과정: 5계열 75개 학과(부), 7개 학과간 협동과정 
    - 박사학위과정: 5계열 71개 학과(부), 6개 학과간 협동과정 

1. 일반학과
계열 학과 과정 전공석사 박사

    
인 

문   
사

회

계
열

 국어국문학과 ○ ○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영어영문학과 ○ ○ 영어학 및 영어교육, 영문학

 일본문화·언어학과 ○ ○ 일본문화, 일어교육

 중한비교어문학과 ○ ○ 중한비교어문학

 철학과 ○ ○ 동양철학, 서양철학

 사학과 ○ ○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지리학과 ○ ○ 기후학, 물·지형경관, 지역정보콘텐츠

 교육학과 ○ ○ 
상담심리, 교육과정, 교육행정·경영, 유아교육, 
교육심리·영재교육·심리측정통계

 교육공학과 ○ ○ 교육공학

 정치학과 ○ ○ 비교정치, 정치사상, 국제정치, 한국정치

 법학과 ○ ○ 법학

 행정학과
○ - 일반행정학, 정책학, 도시및지역개발

- ○ 행정학, 정책학, 도시및지역개발

 경제학과 ○ ○ 경제학

 경영학과 ○ ○ 
운영관리 및 경영과학, 회계학, 재무관리,
인사조직·노사관계, 마케팅, 전략및국제경영

 비즈니스인텔리전스학과 ○ ○ 비즈니스인텔리전스·MIS

 기술경영학과 ○ ○ 기술혁신경영, 국가기술경영, 벤처기술경영

 국제무역학과 ○ ○ 국제경영, 국제경제, 국제상무

 국제통상비즈니스학과 ○ ○ 국제통상

 응용통계학과
○ - 금융·보험통계, 응용통계

- ○ 응용통계

 식품유통공학과 ○ ○ 축산경영·유통경제학, 식품위생안전 

 부동산학과 ○ ○ 
부동산정책, 부동산금융투자, 부동산경영관리, 
부동산건설개발

 소비자정보학과 ○ ○ 소비자정보, 소비자유통서비스

 신산업융합학과 ○ ○ 창업융합, 벤처경영공학, 기술사업화 

 휴먼ICT학과 ○ ○ 휴먼ICT

 인류세인문학과 ○ ○ 
인류세기초인문학, 인류세자연과학, 인류세사회
과학

도시재생학과 ○ ○ 도시재생학, 도시및지역계획학, 도시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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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학과 과정 전공석사 박사

자

연

과

학

계
열

 생명과학과 ○ ○ 식물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명과학

 화학과 ○ ○ 유기화학, 생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
학

 물리학과 ○ ○ 핵및입자물리, 열및통계물리, 고체물리, 
응용물리, 양자상및소자

 수학과 ○ ○ 수학 
 환경보건과학과 ○ ○ 환경보건과학
 줄기세포재생공학과 ○ ○ 줄기세포재생공학
 첨단중개의학과 ○ ○ 줄기세포의학, 분자중개의약학 
 식량자원과학과 ○ ○ 식량자원과학
 생명공학과. ○ ○ 생명공학
 수학교육학과 ○ ○ 수학교육학

 의류학과 ○ ○ 의상디자인·토탈코디네이션, 패션마케팅,
의복구성·의류과학 

 의생명과학과 ○ ○ 의생명과학
 산림조경학과 ○ ○ 산림조경
 바이오힐링융합학과 ○ ○ 식물매개치료, 동물매개치료
 의생명재생공학과 ○ ○ 의생명재생공학
 축산학과 ○ ○ 축산학, 축산식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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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학과 과정 전공석사 박사

공

학

계

열

 화학공학과 ○ ○ 화학공학
 산업공학과 ○ ○ 산업공학

 전기공학과 ○ ○ 전기기계및전력전자, 제어및생체공학, 
에너지시스템공학, 전기전자재료및센서

 전자 · 정보통신공학과 ○ ○ 전자정보통신
 유기나노시스템공학과 ○ ○ 유기나노시스템공학
 건축학과 ○ ○ 건축학, 건축공학
 사회환경공학부 ○ ○ 사회환경공학
 생물공학과 ○ ○ 생물공학, 발효생산및식품, 향장생물학 
 기계공학과 ○ ○ 열유체및동력공학, 동역학및제어
 컴퓨터공학과 ○ ○ 컴퓨터공학
 융합신소재공학과 ○ ○ 융합신소재공학
 기계설계학과 ○ ○ 설계및재료, 생산및자동화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 ○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

 신기술융합학과 ○ ○ 융합BT, 융합ET, 융합IT, 
지능형마이크로및나노시스템 

 스마트운행체공학과 ○ ○ 스마트운행체
 화장품공학과 ○ ○ 화장품공학

 IT 융 합 정 보 보 호학과
○ - IoT보안, 모바일보안, 금융보안
○ ○ 스마트제조보안, 스마트의료보안

 의생명공학과 ○ ○ 의생명공학
 미래에너지공학과 ○ ○ 미래에너지공학
 스마트ICT융합공학과 ○ ○ 스마트ICT융합공학
 인공지능학과 ○ ○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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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학과
과정

전공석사 박사

예
·

체
능
계
열

 음악학과 ○ - 성악, 작곡, 피아노, 관·현악
 디자인학과 ○ ○ 커뮤니케이션디자인, 디자인기획, 디자인프로덕트

 리빙디자인학과 ○ - 세라믹디자인, 메탈디자인
○ ○ 텍스타일디자인

 현대미술학과 ○ - 현대미술
 체육학과 ○ ○ 체육학
 영상학과 ○ ○ 영상학
 스포츠의과학과 ○ ○ 스포츠의과학

의
학
계
열

 의학과 ○ ○
 세포분자의학, 신경과학, 형태및생리학, 
감염및면역학, 분자유전및병리학, 사회의학, 
종양생물학, 임상의학, 대사와 노화, 첨단중개 
의약학, 줄기세포 중개의학

 수의학과 ○ ○
 수의해부학 및 세포생물학, 수의생리학, 
 수의약리·독성학, 수의병리학, 
 수의미생물학 및 전염병학, 수의공중보건학, 
 수의산과학 및 발생공학, 수의내과학, 수의외과학, 
 수의생명과학, 수의영상의학, 실험동물의학 

학과
간

협동
과정

 문화콘텐츠·
 커뮤니케이션

○ ○ 문화콘텐츠학
○ ○ 커뮤니케이션학

 세계유산 ○ ○ 세계유산보존, 세계유산활용
 통일인문 ○ ○ 통일인문학
 안보·재난관리 ○ ○ 국가안보전략, 재난안전관리
 휴먼이미지 ○ ○ 휴먼이미지
 데이터사이언스 ○ - 데이터사이언스학
 문학·예술치료 ○ ○ 문학치료, 예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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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출서류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모두 인터넷 원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단, 재발급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할 경우(학위기, 상장 등) 반드시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시하고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야 함)
   ◎ 개명자는 주민등록초본 첨부(원서접수 시 성명과 증명서의 성명이 다른 경우 등)

◎ 대학(원) 편입자의 경우, 모든 전적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제출

   ◎ 외국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학력조회 동의서 1부 제출

   1. 석사학위과정
     가. 입학원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나. 대학 졸업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다.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수료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졸업증명서도 가능)
     라. 학업 및 연구계획서(본교 소정양식, 대학원 홈페이지 학교양식에서 다운가능) 1부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1부

   2. 박사학위과정
     가. 입학원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나.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다.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수료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졸업증명서도 

가능)
     라. 학업 및 연구계획서(본교 소정양식, 대학원 홈페이지 학교양식에서 다운가능) 1부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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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대학 졸업자 상세] (석·박사) 
      가) 중국대학 졸업자 
        (1) 중국대학교 성적표 원본 1부
        (2) 중국대학교 졸업증 복사본 1부(원본대조 필수)
        (3) 중국대학교 학위증 복사본 1부(원본대조 필수)
        (4) 중국교육부 학위인증서 원본(영문발급) 1부
        (5) 중국교육부 성적인증서 원본(영문발급) 1부 
        (6) 학력조회 동의서(본교 소정양식) 1부 
        ※ (4),(5)항은 공자아카데미 신청 또는 www.cdgdc.edu.cn 직접 신청 가능함
      나) 중국대학 수학 후 한국 대학에 편입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 
        (1) 중국대학교 성적표 공증본 1부 또는 중국교육부 성적인증서 

원본(영문발급본) 1부
        ※ 중국서류 공증본은 중국 내 지역별 정부 인가 공증소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함 
      다) 기타 외국대학 졸업자 
        (1) 졸업(학위)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출신학교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영사) 확인서 1부
        (2) 성적증명서: 영문성적 증명서 또는 국문(또는 영문) 번역 공증본 1부 
        (3) 학력조회 동의서(본교 소정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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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

학업 및 연구계획서
  학위과정 :  □ 석사       □ 박사  

  지원학과 :                           전    공 :

  성    명 :

 ※ 부족한 지면은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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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외국대학(원) 졸업(예정)자 학력조회 동의서(1 페이지)

INTERNATIONAL  AUTHORIZATION

I have carefully read and understand this authorization form. By my signature below, I hereby 
authorize all corporations, employers, educational institutions, law enforcement agencies, city, state, 
county and federal courts and military services to release information about my backgroun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nformation about my employment, education, driving records, criminal 
record. This authorization form does not extend to reports regarding my credit or financial history 
or my credit worthiness.

My signature below acknowledges the fact that I have read and understand The Best IDKorea 
Inc.' Privacy Policy regarding the handling of my personal information. Furthermore, I hereby 
release the aforesaid parties or the company or individuals releasing information about me from 
any liability whatsoever in collecting and disseminating the information obtained.

SUMMARY OF MY RIGTHS UNDER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 I may request and obtain all the information about me in the Education background report. There is no 

cost to me to be provided a copy of this report.
· All information provided about me in the report is held in strictly confidence by The Best IDKorea Inc. and 

shall not be disseminated to any third parties.
· If there is identity theft, or misuse of the information about me, I may be able to take action against the 

party responsible for the theft or misuse in state or federal court. 

I give The Best IDKorea Inc., and its representatives and agents permission to obtain records and transfer 
them outside of the Country.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Your First Name(s) (Print Legibly)          Last Name         Middle Name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20_________                                         
          
Gender (Male/Female):                  (Month)     (Day)       (Year) Date of Birth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tionality:(countryofcitizenship)       National Identity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ssportNumber                                                  Maiden/AKA/Previous Nam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urrent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ty/PostalCode Countr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hone           Email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20____________
Signature (typed signature is NOT acceptable.                Date (month/day/year)
This document must be signed by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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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외국대학(원) 졸업(예정)자 학력조회 동의서(2 페이지)

SCHOOL INFORMATION

Enter your subject and school Information            

First Name :*                   Last Name :*                         Middle Name :
Date of birth : *

Bachelor's Degree

School Name : *            Major : *
School Attended From : *(MM/DD/YY)             
School Attended To : * (MM/DD/YY)
Contact Phone :                                Contact Fax :
School City / State : *
School Country : *                              
School Address : 

Master’s Degree

School Name : *            Major : *
School Attended From : *(MM/DD/YY)             
School Attended To : * (MM/DD/YY)
Contact Phone :                                Contact Fax :
School City / State : *
School Country : *                              
School Address : 

Doctor’s Degree

School Name : *            Major : *
School Attended From : *(MM/DD/YY)             
School Attended To : * (MM/DD/YY)
Contact Phone :                                Contact Fax :
School City / State : *
School Country : *                              
School Address : 

Association (if you are member of association) :
* : must fill in the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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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서류평가  대학 및 대학원 성적 10
 학업 및 연구계획서 20 본교 소정양식

면접평가
 전공에 대한 지식 및 적성 25
 학문에 대한 열정 및 성실성 20
 해당 대학원 또는 학과 자율 사항
(영어 또는 기타전형을 실시할 수 있음) 25 해당 학과 

Ⅵ 전형방법

   1. 공통사항 :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Ⅶ 전형료  

구분 전형료

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공학계, 의학계, 체능계, 협동과정 70,000원

예능계 100,000원

※ 수수료 5,000원(예능계 7,000원) 별도 

Ⅷ 등록금 안내 

학과 입학금 수업료 등록금
(입학금+수업료)

기타납입금
(학생회비)

[인문ㆍ사회]
  

일반 1,015,000 4,434,000 5,449,000 23,000
교육공
신산업융합 1,015,000 5,318,000 6,333,000 23,000

[이학ㆍ농축ㆍ체육] 1,015,000 5,318,000 6,333,000 23,000
[공학ㆍ예능] 1,015,000 6,206,000 7,221,000 23,000
[수의] 1,015,000 6,774,000 7,789,000 23,000
[의학] 1,015,000 7,538,000 8,553,000 23,000
※ 2020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책정표 기준
※ 교육공학과와 신산업융합학과는 인문사회계열이나 등록금은 이학계열로 적용.



15

 Ⅸ 지원자 유의사항 

  1. 지원관련 유의사항  
    가. 입력한 지원서 및 제출 완료된 서류 변경 및 취소 불가
    나. 졸업(학위취득)예정자는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학위취득)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 
    다. 지원서에 입학전형 중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정확히 기입하여야 하며 

E-mail도 빠짐없이 기록하되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해야 함
    라. 본 대학원은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기관을 통해 원서접수를 위탁처리하고, 수집한 개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학력사항 등)를 일반전형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단, 최종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본 대학원의 학적생성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
므로 인터넷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지원자의 동의가 필요함

    

  2. 입학 및 등록
    가. 입학 또는 합격 취소 사유
       ①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이미 제출한 서류 중에 결격사유(지원자격 

요건 위반 등)가 있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 전·
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② 학력미달(국내․외 비인가, 비인증 대학(원) 졸업(예정)포함)자로 확인된 경우 입학 전·후
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나. 합격통지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으며, 본교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http://grad.konkuk.ac.kr/). 합격자는 지정기한 내에 소정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다. 등록 후 입학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기(입학) 개시
일 전에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음

    라. 대학원 입학 첫 학기에는 가사휴학은 불가
  
※ 위 사항들 외에도 각 항목별 유의사항과 안내사항을 자세히 읽어본 후 지원해야 하며, 모집요강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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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

  1.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함(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2. 회원가입: 진학어플라이(http://jinhakapply.com)
  3. 대학원 선택하기: 진학어플라이 [메인]페이지에서 건국대학교 대학원 클릭
  4. 원서작성: 모집학과, 지원자격, 전형일정, 제출서류, 전형료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원서작성하기] 클릭
  5. 입학원서 기재요령
    가. 원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사항이므로 반

드시 입력하여야 함
    나. 학위과정, 정원구분, 지망학과, 지망전공 등을 착오 없이 정확히 선택하여야 함(모집학과·과정·

전공표 참조). (단, 군위탁생으로 선발된 자는 ‘정원구분’을 ‘정원외(군위탁)’로 선택)
    다. 지원자 중 남자는 병역란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라.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등본(초본)과 일치해야 함. 
    마. 학위(석사)등록번호는 졸업자는 ‘학사(석사)등록번호’를 졸업예정자는 ‘학사(석사)학위 취득예

정’으로 입력하고 외국대학 졸업자는 학위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대학 졸업’으로 입력함. 
    바. 외국대학 졸업자의 대학명 검색 방법 
         ○ 입학대학교 검색 클릭 → 대학명 입력 → 검색 → 해당대학 클릭 

    
         ○ 해당 외국대학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450-3263, 3261)
     사. 지원서 기입착오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으로 접수된 원서와 
         제출서류, 전형료,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6. 원서확인: 작성된 원서에 정확한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야 함
  7. 전형료 결제: 인터넷 원서접수 완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형료와 수수료를 온라인 결제해야 함 

[결제방식은 진학캐시, (무통장입금)계좌이체, 신용카드 중 선택]
  8. 출력물 확인: 결제가 완료되면 입학원서가 접수되는 동시에 수험번호가 부여됨
     [결제 완료 메시지 확인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면접고사 시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9. 제출서류 송부 및 접수 확인 : 출력물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지원학과로 등기우편 제출
  10. 유의사항 : 인터넷 원서접수 시간 내에 회원가입, 원서작성, 전형료 및 수수료 결제까지 모두 

마쳐야 원서접수가 최종 완료되며 인터넷 원서접수 시간 이후에는 원서 내용의 변경(수정)·취
소, 전형료 및 수수료 환불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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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학과 문의전화 사무실 주소

인 

문   

사

회

계

열

 국어국문학과 450-3324 인문학관(연구동) 110호

 영어영문학과 450-3335 인문학관(연구동) 109호

 일본문화·언어학과 3437-3391 교육과학관 319호

 중한비교어문학과 450-3372 인문학관(연구동) 109호

 철학과 450-3382 인문학관(연구동) 109호

 사학과 450-3392 인문학관(연구동) 109호

 지리학과 450-3432 인문학관 연구동 109호

 교육학과 450-3842 교육과학관 101호

 교육공학과 450-3762 교육과학관 101호

 정치학과 450-3554 상허연구관 214호

 법학과 450-3592 법학관 L402호

 행정학과 450-3567 상허연구관 214호

 경제학과 450-3615 상허연구관 214호

 경영학과 450-3638 경영관 210호

 비즈니스인텔리전스학과 450-4036 상허연구관 501호

 기술경영학과 450-3638 경영관 210호

 국제무역학과 450-3644 상허연구관 215호

 국제통상비즈니스학과 450-4049 상허연구관 501호

 응용통계학과 450-3654 상허연구관 215호

 식품유통공학과 450-3754 동물생명과학관 202호

 부동산학과 450-3582 해봉관 306호

 소비자정보학과 450-3773 상허연구관 215호

 신산업융합학과 450-4043 창의관 315호

 휴먼ICT학과 450-0905  인문학관(연구동) 201-1호

 인류세인문학과 446-6914 새천년관 1009호

 도시재생학과 2049-6256 상허연구관 524호

Ⅺ  학과 연락처



18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계열 학과 문의전화 사무실 주소

자

연

과

학

계

열

 생명과학과 450-3422 동물생명과학관 202호

 화학과 450-3413 과학관 121호

 물리학과 450-3401 과학관 121호

 수학과 450-3849 과학관 121호

 환경보건과학과 450-3755 동물생명과학관 202호

 줄기세포재생공학과 450-3667 생명과학관 209호

 첨단중개의학과 2049-6216 의생명과학연구관 210호

 식량자원과학과 450-3754 동물생명과학관 202호

 생명공학과 2049-6176 산학협동관 709호

 수학교육학과 450-3812 교육과학관 101호

 의류학과 450-0589 예술문화관 404호

 의생명과학과 457-0868 의생명과학연구관 610-1호

 산림조경학과 450-3755 동물생명과학관 202호

 바이오힐링융합학과 2049-6114 수의과대학 423호

 의생명재생공학과 450-3667, 3702 생명과학관 209호

 축산학과 450-3663 동물생명과학관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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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학과 문의전화 사무실 주소

공

학

계

열

 화학공학과 450-3504 공학관A 1105호

 산업공학과 450-3525 공학관A 1105호

 전기공학과 450-3071 공학관A 1105호

 전자 ·정보통신공학과 450-3071 공학관A 1105호

 유기나노시스템공학과 450-3504 공학관A 1105호

 건축학과 450-4062 건축관A 501호

 생물공학과. 450-3517 공학관A 1105호

 기계공학과 450-3466 공학관A 1105호

 사회환경공학부 450-3542 공학관A 1105호

 컴퓨터공학과 450-4071 공학관A 1105호

 융합신소재공학과 450-3504 공학관A 1105호

 기계설계학과 450-3466 공학관A 1105호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450-3466 공학관A 1105호

 신기술융합학과 450-3542 공학관A 1105호

 스마트운행체공학과 450-3529 생명과학관 209호

 화장품공학과 450-3482 생명과학관 209호

 IT융합정보보호학과 450-4036 상허연구관 501호

 의생명공학과 450-3702 생명과학관 209호

 미래에너지공학과 450-3522 생명과학관 209호

 스마트ICT융합공학과 450-3546 생명과학관 209호

 인공지능학과 450-3071 공학관A 1105호

예
·

체
능

계
열

 음악학과 450-3832 교육과학관 313호

 디자인학과 450-0588 예술문화관 404호

 리빙디자인학과 450-0589 예술문화관 404호

 현대미술학과 450-3776 예술문화관 404호

 체육학과 450-3822 실내체육관 111호

 영상학과 450-3779 예술문화관 404호

 스포츠의과학과 450-3949 중장비동 413호 PAP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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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학과 문의전화 사무실 주소
의
학
계
열

 의학과 2049-6216 의생명과학연구관 210호

 수의학과 450-3039 수의학관 201호

학
과
간
협
동
과
정

문화콘텐츠·커뮤니케이션학과 450-4038 인문학관(연구동) 110호

 세계유산학과 450-4187 상허연구관 501호

 통일인문학과 450-3885 새천년관 1302호

 안보·재난관리학과 450-4183 상허연구관 501호

 휴먼이미지학과 450-4036 상허연구관 501호

 데이터사이언스학과 450-4036 상허연구관 501호

 문학·예술치료학과 2049-6094 상허연구관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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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 장학 안내 

종류 자격 지급내역

KU우수연구장학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연구활동에 성실한 자
로서 지도(예정)교수에게 추천 받은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반액

복지장학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등의 기준으로 선발 수업료 일부

수업조교 A 장학 학과 수업조교 수업료 전액 

수업조교 C 장학 학과 수업조교 수업료 반액 

건국가족장학 부모형제 중 2인, 부부, 3대 동문 재학생 1인당 50만원

총학생회 
공로장학 총학생회 임원진 차등지급

석박사통합과정 
장학

석박사통합과정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
서 국제저명학술지 2편 게재 수업료 반액(3개 학기)

석사예약입학장학
석사예약입학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국제저명학술지 1편 게재

입학금,
수업료 반액(3개 학기)

일반학생 입학자 입학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학교생활→장학안내’ 메뉴 참조.
※ 장학사항은 본교 대학원 장학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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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Ⅲ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이용시
- 2호선 : 건대입구역 2번 출구
- 7호선 : 건대입구역 4번 출구 / 어린이대공원역 3번 출구

￭ 버스 이용시
- 건대역 : 240, 721, 2222, 2224
- 건국대학교병원(청담대교 방향) : 240, 721, 2016, 2222, 3217, 3220, 4212
- 건국대학교앞 : 2224, 3220
- 건대앞 : 302, 3216

￭ 자가용 이용시
- 경부 고속도로: 서울TG를 지나 판교JC에서 구리방향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서하남IC에서 나와 직진, 올림픽대교를 건너 계속 직진하면 오른쪽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고 건너편에 건국대학교 건국문이 있습니다.

- 중부 고속도로: 강일IC에서 나와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으로 직진, 올림픽대교 혹은 
잠실대교를 건너며, 잠실대교를 건널 경우 자양사거리에서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직진하면 건국대학교 일감문과 상허문이 
있습니다.

￭ 주차안내
- 지하주차장 : 상허연구관, 법대, 산학협동관, 동물생명과학대학, 예술문화관, 해봉부동산학관, 

신공학관
- 지상주차장 : 교내 도로상의 주차지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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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관
 - 학교법인
 - 대학본부

2 경영관
 - 경영(전문)대학원
 - 경영대학

3 상허연구관
 - 대학원
 - 행정대학원
 - 교육대학원 - 언론홍보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舊 정치대, 상경대)

4 교육과학관
 - 사범대학

5 예술문화관 
 - 예술디자인대학원 
 - 예술디자인대학 

6 언어교육원 
 - 노동조합 

7 박물관 
8 법학관

 - 법학전문대학원
 - 법과대학
 - 생명특성화대학
 - 글로벌융합대학

9 상허기념도서관
 - 산학협력단 - 대학교육혁신원

ⅩⅣ  캠퍼스 지도

10 의생명과학연구관
 - 의학전문대학원
 - 의생명과학첨단연구원

11 생명과학관
 - 농축대학원
 - KU융합과학기술원

12 동물생명과학관
 - 상허생명과학대학

13 입학정보관
 - 입학처
 - 정보통신처

14 산학협동관
 - 상허교양대학
 - 미래지식교육원

15 수의학관
 - 수의과대학
 - 동물병원

16 새천년관
 - 소프트웨어융합학부
 - 대공연장
 - 주차관리실

17 건축관
 - 건축전문대학원
 - 건축대학

18 해봉부동산학관
 - 부동산대학원
 - 부동산과학원

19 인문학관
 - 문과대학

20 학생회관
 - 학생복지처
 - 총학생회
 - 편의시설
   (학생식당, 은행, 우체국)

21 공학관
 - 공과대학 - 정보통신대학원 - 산업대학원

22 신공학관  
 - 공과대학 - 소프트웨어융합학부

23 과학관
 - 이과대학

24 창의관 
- 신산업융합학과
- 창업지원단
- 학군단

25 국제학사
 - 국제처
 - 외국인교원 숙소

26 쿨하우스
 - 학생기숙사

28 건대부중 
29 건대부고 
30 건국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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