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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GSP 정부초청외국인대학원장학생 모집요강
I. 목적
외국인 학생에게 대한민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제교육교류를 촉진
하고 국가 간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II. 모집 인원 : 815명
1. 재외공관 전형 배정 인원: 490명 (일반 전형 + 입양인 전형)
(1) 재외공관 일반 전형 배정 인원표

국가명

배정인원

국가 수

중국

24

1

미국

15

1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10

3

일본

9

1

인도

8

1

미얀마, 브라질, 불가리아, 에콰도르, 키르기스스탄, 터키

6

6

가나,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5

13

나이지리아, 대만, 독일, 멕시코, 모로코, 세네갈,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 영국,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캄보디아,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파나마

4

19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르완다, 베네수엘라, 브루나이, 수단,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프가니스탄, 엘살바도르, 오만, 요르단, 이라크, 조지아, 칠레,
캐나다, 콩고민주공화국,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3

25

감비아, 과테말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라트비아, 레바논, 루마니아, 리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바하마, 벨기에, 벨라루스,
보츠와나, 볼리비아, 부룬디,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알제리,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란,
자메이카, 잠비아, 짐바브웨, 체코, 캐나다(퀘벡), 케냐, 코스타리카,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토고,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포르투갈, 폴란드, 피지, 호주, 홍콩

2

50

가이아나, 그린란드,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니제르, 니카라과,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셔스,
모리타니아,
몬테네그로,
바레인,
바베이도스,
베넹,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셜, 세인트키츠네비스,
소말리아, 수리남, 스와질랜드,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알바니아, 앙골라,
에스토니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카타르, 코모로, 콩고, 파푸아뉴기니,
팔레스타인

1

37

계

475 명

157 개국

1



공관전형의 지원자는 지원 서류를 출신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대사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VI. 선발절차 참고)



재외공관 배정인원은 기본적으로 양국간의 문화협정 및 교육약정에 근거를 두고 배정한다



공관 배정인원 490명 중 15명은 해외입양인 별도 배정인원으로, 입양인 전형 지원자는 12개
배정국가의 재외공관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양인 지원자는 일반지원자와 별도로 입양인
간 경쟁을 통해 선발된다. (하단 참고)
(2) 재외공관 해외입양인 전형 인원 배정표
국가명

배정 인원

국가수

미국

3

1

프랑스

2

1

스위스,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1

10

15 명

12 개국

계



대한민국의 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입양인도 지원할 수 있음

2. 국내(위탁) 대학 전형 배정 인원: 325명
배정인원
국 가 명

국가 수

일반전형

지방대학
이공계

계

베트남, 인도네시아

8

4

12

2

우즈베키스탄

8

3

11

1

몽골

6

4

10

1

태국

7

2

9

1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필리핀

6

3

9

3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5

3

8

5

나이지리아, 네팔, 방글라데시, 브라질, 멕시코,

5

2

7

5

가나, 인도, 키르기스스탄

5

1

6

3

대만, 르완다, 스리랑카, 카메룬, 탄자니아, 터키

4

1

5

6

루마니아, 미국, 예멘, 우간다, 이집트, 폴란드

4

4

6

기니, 라오스, 라이베리아, 세네갈, 아제르바이잔, 콜롬비아, 페루, 헝가리

3

3

8

네덜란드, 도미니카공화국, 독일, 리투아니아, 모로코, 모리타니아, 몰도바,
스페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알제리, 영국,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란,
이탈리아, 일본, 잠비아, 칠레, 케냐, 코스타리카, 콩고민주공화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프랑스

2

2

25

2

배정인원
국 가 명
일반전형
가봉, 그리스, 뉴질랜드, 동티모르, 레바논, 몰디브, 벨기에, 벨라루스,
벨리즈, 볼리비아, 부탄, 불가리아, 솔로몬군도, 슬로바키아, 수단,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캐나다, 콩고, 파라과이, 핀란드, 호주
계



지방대학
이공계

1
265 명

60 명

국가 수
계

1

23

325 명

89 개국

국내대학 전형 지원자는 지원서류를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 가능
대학은 III. 지원가능 대학 및 모집분야 참고. (VI. 선발절차 참고)



국내대학 배정인원 325 명 중, 265 명은 지원 가능한 모든 계열과 전공에서 선발한다.



국내대학 지원자들은 지원서(양식 1)의 추천유형에서 “일반 추천”을 선택해야 한다.



국내대학 배정인원 325 명 중, 60 명은 35 개 지방대학교 이공계 지원자 중에서 별도로
선정한다. 해당 국가는 위의 표 참고. 해당 대학은 III. 지원가능 대학 및 모집분야 참고.

III. 지원가능 대학 및 모집분야

1. 지원가능 대학: NIIED가 선정한 66개 대학

국내(위탁)대학

비
지
방
대
학

지
방
소
재
대
학

대학
구분별

가천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
광주과학기술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연 세대 학 교 ,
울산과학기술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중앙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국어대학교, 한 국 학 중 앙 연 구 원 ,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31개교

강릉원주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계명대학교,
공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구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배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선문대학교,
세명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신라대학교,
영남 대 학교 , 우 송대 학 교 ,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인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동대학교, 한 림 대 학 교

35개교

전체

66개교

3

2. 모집분야


자세한 정보는 GKS 웹사이트(www.studyinkorea.go.kr)의 University Information을 반드시 참고



지원자는 반드시 University Information에 등재된 대학들과 그 대학들에서 개설된 학과만
지원해야 함



야간강의, 계절강의, 통신강의 등 일반대학원과 강의 형태가 다른 대학원은 입학불허

3. 모집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IV. 지원자격
1. 국적


지원자 및 부모가 모두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



지원자가 한국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는 지원불가



지원자 또는 지원자의 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졌던 지원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연령


2016년 9월 1일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 (1976년 9월 1일 이후 출생자)

3. 취득 학위




2016년 8월 31일 기준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취득예정자
-

박사과정 지원자: 석사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석사과정 지원자: 학사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당시 졸업예정자는 지원 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8월31일까지 공식 학위증을
제출해야 함



한국 내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는 지원 불가



한국 내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수학한 경험이 있는 자는 지원 가능



2016년 8월 31일 기준 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취득 예정인 정부초청 장학생은 다음의 조건에
한해 지원 가능
-

출신국가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서만 지원 가능

-

재지원은 1회에 한해 허용

4

4. 성적



최종학교 전(全)학년 성적 평균 평점(GPA)이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4.0 만점에 2.64 이상
4.3 만점에 2.80 이상
4.5 만점에 2.91 이상
백분율 환산 점수: 80% 이상



성적의 백분율 환산은 Appendix A. GPA 환산표 참고



위의 기준에 미달되는 지원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제출 성적표에 평균평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성적을 GPA 백분율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 출신대학의 성적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자료가 필요함

5. 건강상태



한국에서의 장기간 유학이 가능할 정도로 심신이 건강한 자



지원 시 자가건강체크리스트(Personal Medical Assessment)를 반드시 제출



2차 심사 합격자들은 반드시 종합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NIIED에 제출해야 함



다음의 지원자들은 최종 선발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발된 이후라도 합격이 취소됨
-

HIV 감염, 마약복용 판정을 받은 자
그 외 장기간 수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질병을 가진자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지원자는 지원 가능



임신을 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6. 지원 제한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가 포기한 적이 있는 자는 지원 불가

7. 우대사항


한국어능력성적(TOPIK)

또는

영어능력성적(TOEFL,

TOEIC,

IELTS

Academic)

취득자는

선발전형에서 우대되어질 수 있으며, 해당자에 한해 제출


이공계 지원자는 동등자격 또는 심사결과 성적이 동점일 시 우선선발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 학위과정 지원자는 동등자격 또는 심사결과 성적이 동점일 시
우선선발



개발도상국, 특히 한국의 ODA 수여국의 현직교수 지원자의 경우, 동등자격 또는 심사결과
성적이 동점일 시 우선선발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후손: 전체 총점 5%의 가산점을 부여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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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제출 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지원서류 체크리스트

석사

박사

1

지원서 (Form 1)

필수

필수

2

자기소개서 (Form 2)

필수

필수

3

학업계획서 (Form 3)

필수

필수

4

추천서 1부 (Form 4)

필수

필수

5

KGSP 지원자 서약서 (Form 5)

필수

필수

6

자가건강진단서 (Form 6)

필수

필수

7

학사 학위 증명서 원본

필수

필수

8

학사 학위 성적표 원본

필수

필수

9

석사 학위 증명서 원본

필수

10

석사 학위 성적표 원본

필수

11

지원자 국적 증빙서류

필수

필수

12

지원자 학부모 국적 증빙서류

필수

필수

13

한국 국적 이탈 확인서

해당자

해당자

14

입양 증명서류

해당자

해당자

15

유효한 TOPIK 인증서 원본

해당자

해당자

16

유효한 공인 영어 성적표 원본

해당자

해당자

17

출간된 서적, 논문 등

해당자

해당자

18

수상내역

해당자

해당자

19

지원자 여권 사본

20

종합건강검진 결과

2차 심사 합격자만 해당

2. 주의사항


모든 제출 서류는 한국어 혹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한국어 혹은 영어가 아닌 문서는 반드시 한글 또는 영문 공증번역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모든 제출 서류는 복사본이 아닌 원본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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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 제출한 서류 및 기록물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지원자는 제출 서류를 지원서 첫 페이지에 있는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해야 함.
각 서류의 오른쪽 상단에는 체크리스트 상의 번호와 제목을 기재하여야 함
-



예: 7. 학사 학위 증명서 원본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제출 서류의 원본이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증 혹은 영사 확인을 받은 사본을 제출할
것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구비서류가 미흡한 지원서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불합격 처리됨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며 2016년 8월 31일까지 공식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연구논문이나 서적, 그리고 수상내역 등은 사본을 제출해도 무방함



국적 증빙자료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함
-

지원자의 출신 국가 정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원본

-

지원자의 출신 국가 정부에서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지원자와 지원자 부모의 여권 사본

3. 재외공관 전형 지원자


원본 1부와 복사본 3부를 제출

4. 국내대학 전형 지원자


원본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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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선발절차
1. 지원서 제출


2016년도 지원자는 재외공관 또는 국내위탁대학 둘 중 하나를 통해서만 지원해야 함



지원서 접수 기관
-

117개 재외공관 (대사관): 한국교육원 혹은 문화원이 있는 일부 국가에서는 공관 대신
한국교육원이나 문화원에서 지원서를 접수하기도 함

-

66개 국내위탁대학



위 기관 중 두 곳 이상에, 중복 지원한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됨



해외입양인도 입양인 배정인원이 배정된 국가의 한국대사관을 통해서만 지원가능. II-1-(2)의
표에 기재된 국가의 국적소지자만 지원 가능



KGSP 장학생이나 졸업생은 한국대사관을 통해서만 지원가능



중국 및 체코지원자는 협정에 따라 자국 교육부에서 1차 선발함. 지원서를 자국 교육부에 제출

2. 지원서 제출 마감일


마감일은 지원서 접수 기관인 대사관이나 대학이 결정



지원자는 본인이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의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기관 연락처
-

재외공관 연락처: Appendix B 참고

-

국내대학 연락처: Appendix C, 홈페이지 University Information 참고

3. 희망 대학 및 전공 선택

(1) 공관전형 지원자


III. 지원가능 대학 및 모집분야에 기재된 66개 대학 중 반드시 세 대학을 선택
(전공포함)



2차 심사에 합격한 공관전형 지원자는 별도의 3차 심사에서 대학의 입학전형을 거침
(하단의 4. 선발 절차 참고)

(2) 대학전형 지원자


III. 지원가능 대학 및 모집분야에 기재된 66개 대학 중 반드시 하나의 대학을 선택
(전공포함)

(3) 지원가능 대학과 분야 세부 정보는 모집요강과 함께 발표된 University Information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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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절차

1차 심사

추천기관(공관, 대학)에서 원서를 접수하여 선발기준(NIIED)에 근거 심사
후 후보 추천



1차 접수기관에서 NIIED에 지원서를 송부해야 하는 마감일: 2016년 4월 8일



주의사항: 위 기한 내 도착하지 않은 지원서는 2차 심사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분의 배정인원은 다른 공관/ 대학에 배정됨

2차 심사



1차 선정 후 추천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NIIED의 “장학생 선정위원회”
에서 종합심사

2차 심사를 통과한 대학전형 지원자는 지망학교에 입학이 확정.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해야 함



종합건강검진
-

2차 심사를 통과한 모든 지원자는 NIIED가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NIIED에 제출해야 함

-

건강검진은 반드시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서 받아야 함

-

건강검진 양식은 2차 심사 합격자에게 NIIED에서 개별 발송 예정

-

건강검진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최종 합격자에 선발되지 못함

3차 심사
(공관지원자)

2차에 합격한 공관전형 지원자를 대상으로 각 대학별 입학심사 후 장학
생 최종확정. 지원한 대학 중 반드시 한 개 이상의 대학에서 입학 허가
를 받아야 최종 합격자로 선발될 수 있음

5. 심사자료 및 방법



지원서류는 각 심사 단계마다 구성되는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각 선정위원회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근거자료를
참고하게 됨
-

성적표

-

자기소개서

-

학업계획서

-

추천서

-

공인어학성적(한국어, 영어), 출판 저서, 수상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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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발 시기별 일정

2월 ~ 3월

3월

4월 8일
4월 21일 ~ 22일

지원서 접수
마감일: 대사관과 대학에서 결정
지원서 제출 희망기관에 반드시 마감일 확인

1차 심사
심사기관: 재외공관, 국내대학

NIIED에 1차 심사 통과자 지원서 제출 마감일
2차 심사
심사기관: NIIED (선정 위원회 별도 구성)

5월 3일

2차 심사 결과 발표
홈페이지 www.studyinkorea.go.kr의 “GKS 공지사항”

5월 4일 ~ 6월 3일

3차 심사 (공관전형 지원자만)
심사내용: 대학 입학 허가
각 대학은 지원자들에게 심사 결과 통보
각 대학은 NIIED에 모든 공관 지원자에 대한 심사 결과 통보

지원자의 대학/전공 최종선택 통보 (NIIED로 통보)

6월 3일 ~ 8일
건강검진결과 제출

6월 21일

최종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www.studyinkorea.go.kr의 “GKS 공지사항”
재외공관, 국내대학에 결과통보

6월 21일 ~ 7월 1일

초청장 발송
장학생들에게 이메일 발송
어학연수 면제자: 대학에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비자 신청
신청장소: 각국 주재 한국대사관 혹은 영사관
D-4: 어학연수 예정자
D-2: 학위과정 예정자

7월 1일 ~ 31일

7월 18일 ~ 8월 12일

한국 행 항공권 발권
NIIED에서 구매, 발권 진행
입국에 필요한 추가 안내사항 별도 공지

8월 22일 ~ 24일

한국 입국

8월 29일 ~ 31일

NIIED 오리엔테이션

권역별로 나누어 1일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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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장학 정보
1. 장학 관련 정보 출처


국립국제교육원(NIIED) 국제장학 홈페이지: www.studyinkorea.go.kr
-

지원 모집요강

-

지원서 양식

-

대학 정보



대한민국 재외공관: Appendix B 공관 연락처 참고



선정 한국 대학: Appendix C 대학 연락처 참고

2. 장학금 내역


항공료
-

한국 입국: 출신국가에서 한국으로 오는 일반석 항공권

-

귀국: 한국에서 출신국가로 돌아가는 일반석 항공권

-

지원 시기를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 경험이 있는 자는 항공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귀국 항공료 지원은 학위 과정의 수업을 이수한 수료자를 대상으로 함

-

장학생 중도 포기자는 귀국 항공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장학생의 본국 내 이동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여행자 보험 지원되지 않음

-

중국 및 체코 장학생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각 국 정부에서 항공권 지원



정착지원금: 입국 시 1회 200,000원



생활지원금: 월 900,000원



연구지원금
-

인문사회계열: 학기당 210,000원

-

자연공학계열: 학기당 240,000원



한국어 연수비: 전액 지원



학위 과정 등록금: 전액 지원



-

NIIED 지원 등록금 상한액은 5백만원.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각 수학대학에서 지원

-

대학 입학수수료 면제

논문인쇄비 지원
-

논문인쇄비용 실비 지원 (영수증 제출 필수)

-

지원 최대 금액: 인문사회계열 500,000원, 자연공학 및 예체능 계열 800,000원



의료보험 가입비: 월 20,000원



한국어 우수 장학금: 월 100,000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소지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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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지원금: 1회 200,000원
-

수학 종료 혹은 수료 장학생 대상 지급

-

수학 종료 후 한국에 거주하는 장학생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VIII. 초청 및 장학금 지급기간
1. 박사 학위 과정: 총 4년 (2016. 9. 1. ~ 2020. 8. 31.)


한국어 어학연수 1년



학위과정 3년

2. 석사 학위 과정: 총 3년 (2016. 9. 1. ~ 2019. 8. 31.)


한국어 어학연수 1년



학위과정 2년

3. 참고사항


2016년 대학원장학생은 학위과정(석사 2년, 박사 3년) 종료 후 장학기간 연장은 불가함



한국어 연수 기간 변동은 학위과정 기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 만일, 한국어 연수를 1년이
아닌 6개월만에 끝낼 경우에도 학위과정 기간은 변동없이 박사 3년, 석사 2년으로 동일함



TOPIK 5급 이상 소지자의 경우
-

지원당시 5급 이상 소지자: 어학연수 과정(1년)을 모두 면제 받아, 전체 장학기간이 박사
3년, 석사 2년으로 줄어듦

-

한국어 연수 첫 6개월 이내 5급 이상 취득자: 어학연수 과정 6개월을 면제 받고 진학.
전체 장학기간은 박사 3.5년, 석사 2.5년으로 줄어듦

IX. 한국어 어학연수


모든 장학생은 NIIED가 지정 배치한 한국어 연수기관에서 1년 간 한국어연수를 받아야 함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취득자는 한국어연수를 면제받으며, 반드시 학위과정을 바로
시작해야 함
-

지원당시 5급 이상 소지자: 어학연수 과정(1년)을 모두 면제, 학위 과정 바로 시작

-

한국어 연수 첫 6개월 이내 5급 이상 취득자: 어학연수 과정 6개월을 면제, 그 다음
학기에 학위 과정 시작

-

유효한 TOPIK 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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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관 : NIIED에서 지정한 우수 한국어연수기관 (10개 내외 예정) 중 1곳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정
-

수학예정대학과 다른 지역에 위치한 어학연수기관에 배치

-

장학생에게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기회와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어학연수기관에 배치



한국어연수기관은 최종 합격자 명단과 함께 발표



배정된 한국어연수기관 변경은 불가



한국어연수기간 중에는 연수기관 내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함



-

기숙사는 룸메이트와 공유

-

한국어연수기간 중에는 가족 동반을 금함

1년간 한국어 연수과정 후, 학위과정 진학
-

어학연수 기간 내 TOPIK 3급을 취득한 자만 학위 과정 진학

-

1년 한국어 연수 후 TOPIK 3급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장학생 자격이 취소됨

X. 기타 지원자 유의사항
1. 의료보험



대학과 어학연수기관에서 장학생을 대신에 의료보험에 가입



가입한 의료보험일은 정해진 입국일자 이후부터 유효함



보장 방식은 의료보험 가입기간 발생한 의료 경비에 대해 환급을 받는 식으로 이루어짐
-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경비는 장학생이 우선 지불한 뒤,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

-

보험회사는 진료비의 일부를 환급. 모든 장학생들은 자신이 가입된 의료보험의 약정을
확인하여 숙지할 의무가 있음



의료보험은 치과 진료, 만성 질병 치료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함

2. 장학 포기와 취소



최종 선발된 이후 포기하는 장학생에게는 귀국 항공료와 귀국 지원금이 제공되지 않음



입국 후 3개월 이내 중도 포기한 경우, 장학금 전액(입국 항공료, 정착지원금, 생활비, 한국어
연수비, 의료보험비 등)을 반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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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및 전공 변경 제한



지원자는 입학대학이 확정된 후 어떠한 경우에도 대학을 변경할 수 없음



전공 및 학과 변경은 다음의 경우 제한적으로만 허용
-

수학대학이나 소속 학과의 승인이 있는 경우

-

전공 변경이 장학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박사 3년, 석사 2년)

XI. 문의 및 연락처
1. 재외공관: Appendix B 참고

2. 국내대학: Appendix C 참고

3. 국립국제교육원 국제장학팀 (GKS팀)



이메일: cgyoo@moe.go.kr,

lmhlucy2015@moe.go.kr



전화번호: 82-2-3668-1389

82-2-3668-1364



팩스: 82-2-743-4992



주소: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우편번호: 13557)



홈페이지: www.niied.go.kr

www.studyinkorea.go.kr

4. 기타 유용한 정보

한국어 교육

www.kosnet.go.kr

대한민국 포털

www.korea.net

외교부(재외공관)

www.mofa.go.kr

비자 및 입국

www.immigration.go.kr
www.hikorea.go.kr

대학알리미(한국 고등교육 정보)

heik.academy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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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1. Application Form
Application Checklist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REGISTRATION NUMBER

*Leave this table blank
Institution Receiving Application (접수기관) :
Person in Charge (확인자) :

Signature(인)

1)

Name of Applicant: (Surname)

2)

Country :

(Given Name)

☐ Doctoral

3) Desired Degree Program :

☐ Master’s

(*Please check (√) in the appropriate box.)

Application Documents
1

Application Form (Form 1)

2

Self-Introduction Letter (Form 2)

3

Statement of Purpose (Form 3)

4

ONE Letter of Recommendation (Form 4)

5

KGSP Applicant Pledge (Form 5)

6

Personal Medical Assessment (Form 6)

7

Bachelor’s Diploma or Certificate of Degree : original copy

8

Bachelor’s Transcript: original copy

9

Master’s Diploma or Certificate of Degree: original copy

10

Master’s Transcript: original copy

11

Applicant’s Proof of Citizenship

12

Parents’ Proof of Citizenship

13

Certificate of Korean Citizenship Renunciation

14

Adoption Documents (Overseas Koreans Adoptees ONLY)

15

Certificate of TOPIK: original copy

16

Certificate of English Proficiency Test: original copy

17

Published Papers

18

Awards

Submission Status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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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GPA Conversion Table
4.0 Scale

4.3 Scale

4.5 Scale

5.0 Scale

100 Points Scale

3.97 ~ 4.0

4.26 ~ 4.3

4.46 ~ 4.5

4.95 ~ 5.00

100

3.92 ~ 3.96

4.22 ~ 4.25

4.41 ~ 4.45

4.90 ~ 4.94

99

3.88 ~ 3.91

4.17 ~ 4.21

4.36 ~ 4.40

4.84 ~ 4.89

98

3.84 ~ 3.87

4.12 ~ 4.16

4.31 ~ 4.35

4.79 ~ 4.83

97

3.80 ~ 3.83

4.08 ~ 4.11

4.26 ~ 4.30

4.73 ~ 4.78

96

3.75 ~ 3.79

4.03 ~ 4.07

4.21 ~ 4.25

4.68 ~ 4.72

95

3.71 ~ 3.74

3.98 ~ 4.02

4.16 ~ 4.20

4.62 ~ 4.67

94

3.67 ~ 3.70

3.93 ~ 3.97

4.11 ~ 4.15

4.57 ~ 4.61

93

3.62 ~ 3.66

3.89 ~ 3.92

4.06 ~ 4.10

4.51 ~ 4.56

92

3.58 ~ 3.61

3.84 ~ 3.88

4.01 ~ 4.05

4.45 ~ 4.50

91

3.49 ~ 3.57

3.75 ~ 3.83

3.91 ~ 4.00

4.34 ~ 4.44

90

3.41 ~ 3.48

3.65 ~ 3.74

3.81 ~ 3.90

4.23 ~ 4.33

89

3.32 ~ 3.40

3.56 ~ 3.64

3.71 ~ 3.80

4.12 ~ 4.22

88

3.24 ~ 3.31

3.46 ~ 3.55

3.61 ~ 3.70

4.01 ~ 4.11

87

3.15 ~ 3.23

3.37 ~ 3.45

3.51 ~ 3.60

3.90 ~ 4.00

86

3.07 ~ 3.14

3.27 ~ 3.36

3.41 ~ 3.50

3.79 ~ 3.89

85

2.98 ~ 3.06

3.18 ~ 3.26

3.31 ~ 3.40

3.68 ~ 3.78

84

2.90 ~ 2.97

3.09 ~ 3.17

3.21 ~ 3.30

3.57 ~ 3.67

83

2.81 ~ 2.89

2.99 ~ 3.08

3.11 ~ 3.20

3.45 ~ 3.56

82

2.72 ~ 2.80

2.90 ~ 2.98

3.01 ~ 3.10

3.34 ~ 3.44

81

2.64 ~ 2.71

2.80 ~ 2.89

2.91 ~ 3.00

3.23 ~ 3.33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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