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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of GSIS
 

GSIS educates global leaders for the increasingly complex global society. As both  
a professional and an academic institution, it seeks to prepare its students to 
assume leading roles i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media, as well as 
think-tanks and universities. The curriculum is based on an integrated, 
multidisciplinary approach, connecting theory with practice. With the most prominent 
faculty members in Korea, specializing in international commerc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ternational area studies, and Korean studies, GSIS SNU provides an 
exceptional research and educational environment. 

Ⅱ.General Information about GSIS 

   A. GSIS Faculty & Staff
(March 1st, 2021)

Classification Position Name Bldg./Rm. Phone E-mail

Office of the Dean
Dean Tae-Gyun Park 140-1, 501 880-8500 tgpark@snu.ac.kr 

Secretary NaYoung Ahn 140-1, 501 880-8500 any918@snu.ac.kr

Office of the 
Associate Dean

Associate Dean
(Academic Affairs) Ji-Yeoun Song 140-1, 502 880-8976 oxonian07@snu.ac.kr

Associate Dean
(Student Affairs) Jeong-Hun Han 140-1, 503 880-9214 jiyeoun.song@snu.ac.kr

International 
Commerce

Professor Duk-Geun Ahn 140-2, 310 880-9249 dahn@snu.ac.kr

Professor Hyeok Jeong 140-2, 309 880-2921 hyeokj @snu.ac.kr

Professor Yeong-Seop Rhee 140-1, 613 880-8511 ysrhee@snu.ac.kr

Associate Prof. Soo-Hyung Lee 140-1, 607 880-4048 soohlee@snu.ac.kr

Assistant Prof. Jae-Bin Ahn 140-1, 602 880-6992 jaebin.ahn@snu.ac.kr

Visiting Prof. Byung-Kyoon Jang 140-2, 307 Jang.ByungKyoon@outlook.com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fessor Tae-Kyoon Kim 140-1, 605 880-6994 oxonian07@snu.ac.kr

Professor Geun Lee 140-1, 604 880-6993 gnlee@snu.ac.kr

Professor Jin-Hyun Paik 140-1, 601 880-8513 jhpaik@snu.ac.kr

Professor Seong-Ho Sheen 140-1, 615 880-5810 ssheen@snu.ac.kr

Associate Prof. Ji-Yeoun Song 140-1, 614 880-4174 jiyeoun.song@snu.ac.kr

 International 
Area Studies

Professor Young-Rok Cheong 140-1, 610 880-8514 yrcheong@snu.ac.kr
Professor Young-Nam Cho 140-1, 511 880-5811 yncho@snu.ac.kr

Professor Jong-Ho Jeong 140-1, 514 880-5813 jeongjh@snu.ac.kr

Professor Chong-Sup Kim 140-1, 512 880-5812 chongsup@snu.ac.kr

Professor Hyun-Chul Kim 140-1, 509 880-6880 kim@snu.ac.kr

Professor Woo-Sik Moon 140-1, 608 880-8524 mwoosik@snu.ac.kr

Professor Cheol-Hee Park 140-1, 508 880-9219 chpark82@snu.ac.kr

Associate Prof. Jee-Hwan Park 140-1, 510 880-9218 jeehwan95@snu.ac.kr

Assistant Prof. Yoon Ah Oh 140-1, 606 880-8518 yoonah.oh@snu.ac.kr

Visiting Prof. Il-Houng Lee 104-2, 304 leeilhoung@gmail.com

Visiting Associate Prof. Ji-Eun Choi 104-2, 304 jasmine1121@gmail.com

Korean Studies

Professor Tae-Gyun Park 140-2, 311 880-8519 tgpark@snu.ac.kr 

Professor Ki-Soo Eun 140-1, 620 880-9220 eunkisoo@snu.ac.kr

Associate Prof. Jeong-Hun Han 140-1, 612 880-2296 gurus72@snu.ac.kr

Associate Prof. Erik Mobrand 140-1, 513 880-5069 erikmobrand@snu.ac.kr



- 2 -

   B. Administration Office
- General Affairs : In charge of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facilities and the 

budget. (T.880-8501,8947 / GSIS Building 140-1, Room 301)
      - Academic Affairs : In charge of faculty support services, course management,
       admission/graduation affairs, scholarships and student affairs.      
        (T.880-8505,8509 / GSIS Building 140-1, Room 301)
      - International Cooperation Affairs : Support for international activities including      
        CAMPUS Asia Program, exchange programs with foreign education institutions    
        and overseas internship training programs
        (T.880-8507 / GSIS Building 140-1,            Room 301)
      - Research Affairs : In charge of managing research funds, BK21 4 Program, 

supporting, scholastic activities and administrating the research achievements of 
GSIS faculty members. (T.880-8506 / GSIS Building 140-1, Room 301)

      - DCPP Office : In charge of management of DCPP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Program) (T.880-6877 / GSIS Building 140, Room 203)
 
   C. International Studies Library (http://islib.snu.ac.kr)
      The ISL is located on the 2nd and 4th floors of Building 140-1. The library mainly   
      holds research materials in the areas of International Commerc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ternational Area Studies and Korean Studies. In August of 1992,     
      the ISL was designated as Korea’s “EU Info” by the EU Commission. Library       
      orientations and DB instructions related to international studies are provided for     
      newcomer students during the semester. Additional library services can be viewed  
      on the website. 

 

Classification Position Name Bldg./Rm. Phone E-mail

Administration Office
(General Affairs)

Chief Manager So-Yeun Jun 140-1, 301 880-8947 schon0517@snu.ac.kr
Manager So-Eun Kwon “ 880-8501 ksoeun81@snu.ac.kr

Staff Jieun Lee “ 880-8501 jeunlee@snu.ac.kr

Administration Office
(Academic Affairs)

Manager Jinwoo Jung “ 880-8505 penang@snu.ac.kr
Staff Seokmin Bae " 880-8509 seukmin777@snu.ac.kr
Staff Na Hyun Jun “ 880-8505 nhjun@snu.ac.kr

Administration Office 
(Int’l Cooperation & 
Research Affairs)

Manager Byung-Jin Kim “ 880-8507 aivason2@snu.ac.kr
Staff Jieun Lee “ 880-8506 j48611@snu.ac.kr

BK21 Group
BK Assistant Prof. Chong Min Kim 140-2, 303 880-2922 kacchi82@snu.ac.kr
BK Researcher BO Kyung Kim 140-2, 303 880-2922 bk.kim@snu.ac.kr

Staff Su Jung Yim 140-1, 301 880-2924 yimcri@snu.ac.kr
DCPP Office Staff Rae-Mi Do 140, 203 880-6877 raemi_do@snu.ac.kr

International 
Studies Library

Library Director Hyeok Jeong 140-2, 309 880-2921 hyeokj @snu.ac.kr
Chief Librarian Su-Ok Lee 140-1, 402 880-2532 leesuok@snu.ac.kr

Librarian Sang-Mee Yang 140-1, 402 880-8502 smya77@snu.ac.kr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Director Cheol-Hee Park 140-1, 302 880-2940 chpark82@snu.ac.kr
Research Associate Prof. Youn Ki 140-1, 302 880-2940 younki1007@gmail.com
Research Assistant Prof. Taehee Yoon 140-1, 302 880-2940 therhyme@snu.ac.kr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Director Hyun-Chul Kim 140, 404 880-9238 kim@snu.ac.kr 
HK Professor Ki-Jeong Nam 140, 401 880-9347 profnam@snu.ac.kr

HK Associate Professor Gwan-Ja Jo 140, 408 880-8718 joa@snu.ac.kr
HK Associate Professor Eun-Gyong Lee 140, 409 880-8520 exodian@snu.ac.kr
HK Assistant Professor Hyo-Jin Kim 140, 410 880-5089 subculmania@snu.ac.kr
HK Assistant Professor Dong-Ju Seo 140, 412 880-9388 djseo9123@snu.ac.kr
HK Assistant Professor Ji-Hee Jung 140, 411 880-8576 sich17@snu.ac.kr
General Affairs Manager Yonu Jeong 140, 403 880-8503 miyabi@snu.ac.kr

Staff Miri Kim 140, 403 880-8503 mirinim123@snu.ac.kr
Security Office - Young-Rae Jeong 140-1, 304 880-8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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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Materials Location Hours (daytime)

Periodicals Room Journals (Eastern) Building 140-1
Room 204 & 205 09:00 – 18:00

Library Stack

Monographs
Statistical books
Reference books

 EU materials
Journals (Western)

Building 140-1
Room 401 09:00 – 18:00

(during the semester)

09:00 – 18:00 
(during vacation)Multimedia Room Video & Audio 

Materials
Building 140-1

Room 403

Circulation Desk — Building 140-1
Room 401

 

   D.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http://iia.snu.ac.kr)
Since its inception in 2004 as the primary research cente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GSIS),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IIA)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research and data collection in international commerc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ternational area studies, and Korean studies. IIA publications include, 
among others, academic journals, working papers, and trend reports. For the purpose 
of information exchange and collection, IIA also hosts numerous academic 
conferences and workshops, and archives international and regional data.

In 2019, under the auspices of SK Corporation, IIA undertook an institute-wide 
reform, recruiting new research personnel and refurbishing an independent office 
space in the GSIS building. As part of its renewal, IIA also reorganized the ten 
research centers under its umbrella. 

IIA hosted the ‘Opening Ceremony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Vision Proclamation Ceremony & Celebration Symposium’ in 
early 2020, officially embarking on a new journey as a leading research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In 2020 alone, IIA held seven Global Strategy 
Seminars (debate-style discussions by renown policy and strategy experts) and 
eleven Global Excellence Seminars (seminars focused on the academic discourse 
and research findings of promising scholars in political science). IIA also published a 
newsletter, outlining all of IIA’s activities and works throughout the year; the first two 
editions of Issue Brief, analyzing major current-day issues in international and 
regional affairs; and several editions of the Global Strategy Report, which offer key 
points of contention in the national policy and strategy discourse and highlight the 
main takeaways of each Global Strategy Seminar. Along with its regular events and 
publications, IIA is currently in the works of its first-ever IIA Research Series, and 
plans to launch addit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Acknowledging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serve others, IIA hopes to take on unique projects such as 
the “IIA Bookclub”　to help cultivate the next generation of scho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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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Name
Director of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Park, Cheol-Hee
Editorial Executive Jeong, Jong-Ho
Director of Center for EU Studies Han, Jeong-Hun
Director of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ies Jeong, Hyeok
Director of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Sheen, Seong-Ho
Director of Center for Transnational Migration and Open Society Eun, Ki-Soo
Director of Center for International Commerce & Strategy Ahn, Duk-Geun
Director of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Kim, Tae-Kyoon
Director of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Cho, Young-Nam
Director of Center for American Studies Kim, Chong-Sup
Director of Center for Chinese Studies Jeong, Jong-Ho
Director of Center for Korean Studies Park, Tae-Gyun

  1) Center for EU Studies 
The Center for EU Studies is the first specialty research center established with the 
support of the European Commission under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It 
takes a role of showing what EU does and what activities EU do via educational 
program and research. In addition, the Center for EU Studies was award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as a ‘Center of Excellence’ in South Korea since 2011. 
Carrying on South Korea-EU Education Cooperative Project for the first time to 
make an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EU, CEU is now truly the 
most leading EU research institute in South Korea. 

  2)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ies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motes international         
     development by engaging in diverse research activities and global interaction and    
     cooperation with various levels of actor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from advanc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research focuses on development issues covering     
     all regions and time. Based on such a broad set of research activities, it provides   
     insights and outlook for development for all actor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who  
     want to plan and implement strategies for development. The CIDC plants the        

     seeds for a better world.

 3)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focuses on presenting objective assessment and 
practical perspective on security issues complicatedly mingled in the changing world 
order. Newly established in 2019 under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CIS conducts 
research to improve strategic thinking and understanding in academic and policy-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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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as the security uncertainty get raised in this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4) Center for Transnational Migration and Open Society
The Center for Transnational Migration and Open Society focuses on academic 
research and cooperation among academia, civic organizations, and the government to 
make a nondiscriminatory society based on gender,  ethnicity, age, and disability, 
improve the right of the disadvantaged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open 
society. 

 5) Center for International Commerce & Strategy
Since the establishment in 2013,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Commerce & Strategy 
have managed all processes of holding seminars, academic conference and education 
program related to international commerce on campus, under the lead of the director 

and the chief professor. 

 6)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Research Center is a research center that analyzes    
     issues on inter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nd global governance in a  
     rapidly changing global environment. The center covers all aspects of Northeast Asia 
   security issues, global climate change, developing countries’ development problems,    

     international legal solutions to international disputes, and conducts research on       

     political response strategies to international issues. 

 7)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The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embraces major issues on security orders, 
political systems, economic systems, and civil society to enhance interdisciplinary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East Asia. Beyond the perspective bas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where the Cold-war security order continues, CEAS 
focuses on various non-security-related conflict and dispute factors which currently 
exist and lie dormant in East Asian area, and makes effort to research and make 
policy for co-management, which can achieve peace and prosperity through 
intensified economic interdependence, exchange and cooperation.

  8) Center for American Studies
     The Center mainly conducts studies on economic and political issues in North and   
     South America. The research carried out so far has mainly been focused on        
     free trade agreements between Korea and Latin American countries, other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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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peration measures, and South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toward    
     Latin American countries. 

  9) Center for Chinese Studies
The Center for Chinese Studies analyzes major issues deeply and suggests rational 
policy alternative for an in-depth international and areal understanding on China. It 
captures accurately how modern China changes with both internal and external 
perspective, and makes an effort to build a platform for systematical and sustainable 
research on China. 

  10) Center for Korean Studies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capacity of Korean Studies research and expanding the network of scholars in the   
     discipline. The Socheon Center opened in June 2013 with the generous support     
     from Madam Socheon Young hi Park, who has worked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throughout her lifetime. In  addition to fostering academic research   
     and hosting colloquiums, the Center held the 12th World Korean Studies Consortium  
     Workshop in June 2016 to promote interaction among the Korean Studies scholars  
     from leading universities worldwide. The Socheon Center also organizes diverse     
     cultural experience events to give opportunities for foreign students to experience    
     and learn about Korean traditions. 
 
  E.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http://ijs.snu.ac.kr)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is an interdisciplinary, in-depth research institute for    
     modern Japan. Through the network of Japanese researchers both on and          
     off-campus with six full-time faculty members. IJS focuses on joint research,         
     Japanese data collection, various academic projects such as international            
     conferences, construction of information network, as well as research, academic, and  
     social contribution projects to nurture next-generation Japan experts. 
     In research activities, IJS focuses on research that can link the elements of past    
     and present while highlighting the present rather than the past, interdisciplinary      
     research that combine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empirical research that  
     emphasizes the field. The scope of the institute is not limited to these research and  
     academic activities. It not only concentrates in fostering the next generation of       
     Japan experts, but also i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s the institute is aware      
     of practical implications of its activities. 
     IJS is now taking a new leap forward with Humanities Korea+ (HK+) projects under  
     the agenda of "Japanese Life-World in the Era of Post-Area Studies: Maturity and   
     Change, Crisis and Solidarity" for seven years since 2019. The institute will         
     create new knowledge and discourse in the field of Japanese research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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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isting research results and contribute to peace and common prosperity in East    
     Asia by establishing desirabl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JS will also      
     continue to strive for the development of new areas and research models in        
     Japanese studies.

  F. Computer Labs

- Location and Hours 

Room Location Hours

Computer Lab Building 140, Room 306 Open 24 hours

Computer Lab for Lecture Building 140, Room 103 Open only for lectures

* How to use wireless LAN
Find available wifi, SNU_U+Zone, and enter the security code(“lguplus100”)
You can access the internet in the library (located on the 4th floors of Building 140-1), 
after logging in with your SNU portal site ID and password.

- Using printers and copy machines 
In order to use any printers or copy machines on campus, you must use your ‘S 
Card,’ T-Money Card, Korean credit card or purchase a ‘copy/printing card.’ 
Copy/printing cards are available at the Students’ Hall (63 Bldg.) or at the printing 
room of Business School (58 Bldg.) in SNU. 

  G. Rooms for Students
 
   1) Seminar Rooms (Master)

We have two seminar rooms in which students can discuss and have meetings for 
group projects. Both seminar rooms have a whiteboard and enough power plugs 
for your convenience. As the seminar rooms are located next to the study room for 
the Ph.D. students, we advise you to have discussions at a reasonable volume 
level. (140 Building #303, #304)

   2) Seminar Rooms (Ph.D.)
      The study rooms for doctoral student are located on the 3rd floor (#301, #302,      
      #308) of 140 Building.
  
   3) Study Rooms 
      The largest room on the 3rd floor (#309) of 140 Building, which can accommodate  
      around 30 students. The study room is a quiet room and offer separate lights and  
      power plugs to recharge your laptop or any other devices. Please keep quiet in    
      this room to not disturb other students.

   4) Student Lounge 
      The student lounge is located right next to the study room (140 Building #310). It  
      has couches, tables and a vending machine for drinks and snacks, so             
      that students can enjoy a study break. 



- 8 -

   5) Student Council Room 
      The Student Council room is located opposite of the Student Lounge and has an   
      open-door policy (140 Building #305). If a member of the student council is present  
      in the room, any student can go in and ask questions, voice concerns, or just     
      enjoy some coffee. 
 
  H. Other Facilities
     The GL-Room (Global Leaders’ Room) is located on the 2nd floor of Building 140.
     Equipped with the latest audio-visual presentation equipment and an accommodation  
     capacity of 60 people, the Global Leaders’ Room is available for special lectures    
     and ceremonies. The So-Cheon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and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are used for major ceremonies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The So-Cheon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is located on the 1st floor of Building    
     140 and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is located on the 4th floor of Building     
      140-2. Students who wish to use these facilities should apply to the administration  
      office in advance.

  I. Administrative Information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announcements are posted on the portal site of SNU  
     (http://my.snu.ac.kr), the GSIS Bulletin Board located in the lobby, and the Official    
     Notice and Event Boards of the GSIS homepage (http://gsis.snu.ac.kr). Students     
     should create an account at SNU’s portal site, and keep their personal              
     information (cell phone number, home address etc.) updated. 

Ⅲ. Academic Requirements

  A. Requirements for Graduation

[Ph.D. Program]

A minimum of 45 credits is required for graduation.

(1) Students must take one research method course (Those who have already 
taken a methodology course in their Master's program are exempted).

(2) Students should take 4 courses (12 credits) or more from their major program 
(International Commer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Area Studies)

(3) Students should take 3 courses (9 credits) or more from other major programs 
(International Commerc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ternational Area Studies, 
and Korean Studies).

(4) Students should take at least 8 elective courses (24 credits), including 
“Dissertation Research” (Students taking methodology course should take at 
least 7 elective courses (21 credits) or more)

   * “Dissertation Research” is not mandatory for students in the doctorate 
program. However, students may take the course up to 4 times (a maximum 
of 12 credits, one course per semester) and have it counted as credits 
required for grad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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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s Program]

A minimum of 39 credits is required for graduation (including a minimum of 9 
credits from Practical Courses). GPA of 3.0 or higher out of 4.3 is required.

1)  Students should take the “4 required courses” from the major program. 

Major Required Courses (4 Courses)
Mandatory
(Select 1) Mandatory (Select 1)  Mandatory

(Select 1) Dissertation

Int’l Commerce Int’l Economic Relations
Int’l Cooperation/
or
Understanding East Asia/
(select 1 of 2)

Research
Methodology

or

Comparative   
Methodology

(select 1 of 2)

Dissertation  
  Research

Int’l Cooperation Int’l Cooperation
Int’l Economic Relations/
or
Understanding East Asia/
(select 1 of 2)

Int’l Area Studies Understanding East Asia
Int’l Economic Relations/
or
Int’l Cooperation/
(select 1 of 2)

DCPP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y/ or 
Gender and Development 
(select 1 of 2)

Int’l Economic Relations/ or
Int’l Cooperation/ or
Understanding East Asia
(major 1 & select 1) of 3

Korean 
Studies

Korean 
Students

Int’l EconomicRelations/
or
Int’l Cooperation/
(select 1 of 2)

Modern Korean History and Society/ 
or
Modernization and Transformation of 
Korean Society/
(select 1 of 2)

Foreign 
Students Korean Society Korean History 

(Modern Korean History)
Politics in 
Global Korea

2) Students should take at least 3 courses (9 credits) in their GSIS major 
program. 
* You can choose major courses from other majors that are mutually recognized 

majors. (Refer to Mutual Recognition List) 

3) Students must take courses (credits) to fulfill required credits (39 credits) 
to be eligible to graduate. 

4) Students must take at least 3 courses (9 credits) from practical courses in 
their major or elective program. 

5) Students can take undergraduate courses (Elective Subject for Major or 
Requisite Subject for Major) within 6 credits. Students should seek advice 
from their advisory professor before registering for an undergraduate 
course. 

B. Qualifying Examinations

  1) Requirements and Procedure
  

Major Subjects Foreign Language

Requirements  Enrolled for a minimum of 2semesters
 Earned at least 12 credits  At any time while the student is enrolled at GSIS

Procedure

- Application forms for the qualifying examinations are due at the beginning of each           
semester

- Students who wish to take language courses or submit test scores instead of taking a 
second foreign language examination should submit the related documents, a transcript or a 
certificate of requirement, during the applic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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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m Subjects

Foreign Language
Major Subjects Notes

1st Foreign Lan. 2nd Foreign Lan.

M.A. Required Required Required Students must meet the 
test score requirements 
for English and a second 
foreign language.Ph.D. Required N/A Required  

■ Foreign Language Requirement
Degree 
Course

First Foreign 
Language Second Foreign Language

Master’s 
program

English
Choose one of the following;
German, French, Chinese, Russian, Spanish, Japanese
(* Students of Korean Studies major are allowed to choose Chinese 
Characters)

① Int’l students & Overseas Koreans
   : English or Korean or 2nd Foreign Language (Choose one)
   * The students are not allowed to take an exam in their mother tongue. ② Korean Studies Major (Int’l students & Overseas Koreans) : Korean ③ DCPP Students : Korean

Doctoral 
program

English Not required
International Students from Non-English speaking regions (students with International Area 
Studies major and Korean Studies minor) can choose Korean language instead of English.
International students from an English speaking region must choose one foreign language from 
German, French, Chinese, Russian, Spanish, Japanese, and Korean.

- Students who earn at least 3 credits in foreign language courses and receive a B0 or  
  higher, may be exempted from taking the language test on their qualifying             
  examinations. (Note: Students who take foreign language courses during their study     
  abroad programs may be exempted from taking the test on their qualifying             
  examinations, but will not be allowed to transfer their credits for those courses.)

- Students who have passed SNULT Level 3 or higher are exempt from the second      
 foreign language requirement.

- Students who take courses in ‘French (104.811)’ or ‘German (105.811)’ and receive a   
  C- or higher, are exempted from taking the respective language tests on their qualifying  
  examinations.

- To meet the Korean language requirement, international students must score sixty       
 points (60) for master’s program, seventy points (70) for doctoral program, or higher on 
 the Korean language test. However, students who had received an “S” in thei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1 (Course No: 990.804)” 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2     
 (Course No: 990.805)” are exempted from taking the Korean language test.

- Korean Examination: Students can take Korean written examination (Students who fail   
  the written examination more than once can substitute by taking an oral examination).

- Students of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Program(DCPP) can select Korean         
 language for their qualifying examinations.

- English speakers include students who use English as an official language.

- Student can take the Language courses for the qualifying examination but it will not be  
  included in official credits for graduation.

- Students may submit language test score (taken within the last two years) to meet their  
  foreign language requirement. Language tests recognized by GSIS are indicated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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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Tests Recognized by GSIS>

Language Test name Level Organization

German Geothe-Zertifikat
A2 or above Goethe-InstitutTest Daf

French DELF-DALF A2 or above French Government

Chinese HSK Level 5 or above
Chinese Government

CPT 600 points or above

Spanish DELE Beginner’s level or 
higher Centro Cultural Español

Japanese
JPT 600 points or abov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Foundation 

(ICF)
JLPT N2 or above Japan Foundation
JTRA Level 2 or above JTRA

Russian TORFL Basic level or higher TORFL Korean Center

 ■ English Proficiency Requirement (Test Scores)

Degree Program (Major)
Minimum 

Score 
Requirement

Notes

M.A.

Int’l Commerce TEPS: 419
(TOEFL 103)

- Students who have submitted test scores as part of 
their application for admission (Korean application) are 
not required to retake any of the English language 
tests, provided that the scores they had submitted 
meets the minimum requirement.
- Students who have an undergraduate (or graduate) 
degree from a university in an English-speaking 
country must also submit a TEPS or TOEFL score

Int’l Cooperation

Int’l Area Studies TEPS: 387
(TOEFL 99)Korean Studies

PhD Int’l Studies TEPS: 419
(TOEFL 103)

※ Minimum score requirement for TOEFL is subject to change according to regulation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 Prior to thesis defense, candidates should have one or more articles published in a scholarly     
  journal (double blind peer review academic journal) as the author or primary author of two       
  authors or corresponding author).
- Frequency of Application: Candidates are not allowed to apply for thesis qualifying exam more    
  than 4 times. Candidates can apply for 3 sections at a time.
- Application Period: Within 8 semesters after enrolling (excluding leave of absence)
- Students must score seventy points (70) or higher on the each course test.

Program
(Major) Subject Details Notes

International 
Studies

Major 1 Consultation with advisory professor

Major 2 Consultation with advisory professor

Minor 
(select1)

International 
Commerce

Int’l Economic Relations/ Int’l Business/ 
Int’l Trade Law/ Int’l Finance/ 
Development Economy/

Consultation 
with

advisory 
profess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t’l Politics/ Int’l Law/ Int’l Development/
Int’l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Area Studies

Chinese/ Japanese/ Korean/ American/
Europ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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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Major Subjects of Qualifying Examinations

Dept. Program
(Major)

Subject
Mandatory Elective (select 1)

Int’l
Studies

Int’l
Commerce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①International Cooperation
②Understanding the East Asia

Int’l
Cooper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①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②Understanding the East Asia

Int’l
Area Studies

Understanding 
the East Asia

①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②International Cooperation

DCPP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ies or Gender and Development 
(select 1 of 2)

Korean 
Studies

Korean ①Modern Korean History and Society
②Modernization and Transformation of Korean Society

Int’l Student

(Select 2)
①Korean Society 
②Korean History
③Politics in Global Korea

* Students except Korean Studies, should take “Two Subjects” that they have taken 
  as required courses. 
* Students must score sixty points (60) or higher on the each course test.

C. Application Procedure for Thesis
  
   (Planning to graduate within 4th Semester) 

Students are eligible to apply for taking 
the examination as of their 2nd 

semester.
 

Apply for the Qualifying 
Examinations,

Pass the examinations
  

 
(April / October)
Middle of the 2nd month of the 2nd ~ 3rd 
semester

 
Select Thesis Advisor,

Submit application for thesis 
proposal

  
(May / November)  
End of the 3rd month of the 2nd ~ 3rd

semester  Presentation of thesis proposal

   
 

(April / October)
Middle of the 2nd month of the last semester

Submit application for thesis 
defense

  
(May / November)  
By the middle of the 3rd month of the last 
semester  Submit thesis draft

  
(May / November)  
By the end of the 3rd month of the last 
semester  Thesis defense

  
(January / July)  
By the end of the 1st month of the 
graduation year  Submit thesis for official record 

(SNU Library and G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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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ce) 
    - Students cannot submit their thesis proposal and do the defense in the same       
      semester. 
    - Only students who passed their proposals can apply for the defense.
    - Students can choose their academic advisor at GSIS SNU regardless of their       
      major
    - Student’s thesis will pass only when the student receives grades above the level    
      set by the graduate school on their thesis and oral presentation.
    - The title of the thesis must be equivalent to the title and subtitle agreed upon by   
      the Thesis Committee. 
    - Thesis Examination schedules will be posted on the Official Notice Board on the    
      GSIS homepage. 

D. Master’s Degree/ Doctor’s Degree

[Master’s Program]  
Students are granted a Master of International Studies, with a major field of study 
specified.

[Ph.D. Program]  
Students are granted a Doctor of Philosophy in International Studies.

Ⅳ. Scholarships
  
 A. Scholarships Available for GSIS Students

1) SNU Scholarship: Partial exemption of tuition
2) Working Scholarship: Hourly wages for work as assistants
3) SNU Foundation Scholarship: Sponsored by SNU Foundation (each with different 

eligibility conditions)
4) Scholarship for Teaching Assistant (TA): Exemption of full tuition and a monthly 

allowance
5) Socheon Scholarship, GLP Scholarship: Sponsored by the Socheon Foundation 

and Global Leadership Program 
6) Global Scholarship: Full tuition fee for international students. Has different 

application procedure from SNU scholarship.

  B. Scholarship Application
  
  For scholarship application, students should check scholarship notices from Official 
  Notice Board of the GSIS website and submit required documents to the GSIS 
  administration office. (Scholarships can be awarded to those who applied for it.)
  Scholarships are awarded based on a student’s GPA, financial situation and 
  other criteria. A student is eligible to apply for a scholarship if he or she has taken 
  9 credits or more (excluding Dissertation Research) and has received a GPA of 3.3 
  or higher (3.0 or higher for internation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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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GSIS BK21 FOUR Scholarship (Refer to Ⅶ. GSIS BK21 FOUR Program)

 1) Application Eligibility: 
    a) Full-time students at GSIS
- Korean nationality: Those without 4 Major Social Insurance Scheme (SIS) coverage
- Foreign nationality: D-2 visa holders with a valid Alien Registration Card
    b) Enrolled Semester
       Master’s Students: Within 4 semesters (1st to 4th enrolled semester)

           Doctoral Students: Within 8 semesters (1st to 8th enrolled semester)
 2) Monthly Stipend
    a) M.A. Students: 700,000 KRW
    b) Ph.D. Candidates: 1,000,000 KRW
    c) Ph.D. Coursework Students: 1,300,000 KRW
 3) Selection of BK21 Fellows:
    a) Selections are made every semester. Required documents (Research Plan & 

GSIS Transcript) must be updated and resubmitted every round.
    b) BK21 Fellows are selected from applicants for the BK21 Program.

Ⅴ. Registration Information

A. Course Registration 

Registration notifications are posted on the GSIS homepage. Students are expected 
to register for courses through the on-line course registration process 
(http://sugang.snu.ac.kr).  

 1) Students wishing to enroll for courses should be fully awar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s rules for registration. To view the full text of these rules, visit      
     SNU’s homepage (www.snu.ac.kr).

2) Before enrolling, students should first read a notice from the Administration 
Office. Students must enroll for courses within the set due date and receive 
confirmation from an academic advisor. Student can get administrative assist at 
the Office in enrolling.

3) When re-taking a course or registering for a double-titled course (a course 
number with a * mark preceding it, such as *8752.616), please pay attention to 
whether it is a different course or a replaceable course (if it is a replaceable 
course, it is considered the same course as the one it is meant to replace). 

4) Any problems that result from a mistake made during course registration will 
entirely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student. Therefore, students should carefully 
review registration guidelines and receive instructions from an advisor, if 
necessary.

5) If a student wishes to take undergraduate courses, he or she may take up to 6 
credits with the approval of the head professor in his or her major program. 
However, please note that no undergraduate general courses are eligible for 
credit transfers. (Only major courses are eligible for credit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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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eave of Absence

  A leave of absence is classified as either a general leave (leave taken by not      
     registering during the registration period), or a semester leave (leave taken before   
     the end of the 2/4 of the semester). In case of a semester leave, students can     
     transfer tuition fees to next semester only when they apply for the leave before the  
     end of the 2/4 of the semester. However, in case of illness or military service,      
     students can apply for leave even after 2/4 of the semester, and can transfer tuition  
     fees to a future semester. A general leave of absence automatically expires after 2  
     semesters (except in case of Military Service Leave of Absence and other cases    
     specified). The minimum length of a leave of absence is limited to one semester.    
     The aggregated term of absence cannot exceed four semesters for graduate        
     students in a master’s program, and six semesters for students in doctoral program.  
     Student can apply through mySNU site (http://my.snu.ac.kr).

  

C. Re-enrollment 

Students who wish to re-enroll can apply through mySNU site (http://my.snu.ac.kr) 
during the registration period. In case of returning after completing military service, 
students must submit a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 (stating their military status) or 
a certificate of military service discharge. 

D. Student Identification Card (S-card)

Check the official notice of student identification card posted on the GSIS homepage 
(http://gsis.snu.ac.kr) each semester.
 S-card may take the form of a smart card with an integrated function containing ID
 and banking services. 

Ⅵ. GSIS Exchange Program

  A. Studying Abroad

1) Prerequisites for Studying Abroad 
a) Students must submit an application form after getting approval of academic 

advisor and chair (academic associate dean) to the GSIS Administration Office.
b) Students must apply three months prior to the beginning of the regular 

semester and two months prior to the beginning of winter and summer 
sessions. 

c) Students may study abroad for up to one year and earn a maximum of 12 
transfer credits per regular term and 9 transfer credits per winter/summer term. 

2) Changing or cancelling application
Students must submit the necessary forms to the GSIS Administration Office. 

3) Transfer Credits 
   a) After completing the study abroad program, students must submit a transcript   

         from the university at which they studied abroad and a GSIS application form   
         for transferring credits to be approved by the GSIS administration office. With    
         approval by an academic advisor and a chair (academic associate dean) and a  
         member of the academic committee, the final credits will be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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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lthough grades from studying abroad will be shown in the transcript, they      
         will not be included in the student’s overall GPA. However, in case of          
         dual degree programs, grades acquired at the foreign university will be          
         included in the student’s overall GPA.

  c) One credit requires 15 or more hours per semester.        
  d) Language course credits cannot be transferred.

  B. Exchange Program

1) Qualifications 

a) Student must have enrolled in GSIS for at least 1 semester and completed at  
   least 2 semesters before going abroad with the exchange student program 
b) GPA of 3.3 or higher (GSIS grades) 
c) A TOEFL score by IBT-TOEFL 94 or higher
* Students applying to a non-English speaking university must meet proficiency 

requirements of the language. 

2) Required Documents 
    
       a) Application form: 1 page (GSIS form) 
       b) Study plan: 1 page (GSIS form)  
       c) Resume: 1 page (GSIS form) 
       d) A copy of GSIS transcripts 
       e) A copy of TOEFL score report
       f) A letter of recommendation written by his/her academic advisor (GSIS form)
      g) Written oath

3) Application Due Date 

a) The application for exchange program is due in mid-February for every fall 
semester, and mid-August for the spring semester. All documents should be 
submitted to the Offi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ldg.140-1, Room 301). 

b) Students will be notified at the end of March for the fall semester, and at the 
end of September for the spring semester

4) Credit Transfers 

       a) Students may obtain a minimum of 9 credits per semester. 
       b) For summer sessions, students may obtain a minimum of 6 credits. 
          * In principle, one credit accounts for 15 class hours. 

5) Tuition Fees

       a) Students are required to pay regular tuition fees to SNU.
       b) If the host university is on a trimester system, GSIS tuition for one semester 

covers tuition costs for two trimesters at the host university. 

6) Others 
  
  The Exchange Program intends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students without much      

      international experience studying abroad. Hence, students with little or no international   
      experience will be given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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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change Universities

  

 D. Dual Degree Programs

  Students will be given a dual degree if they are qualified for the graduation         
     requirements after taking 2 semesters at SNU GSIS and 2 semesters at the school  
     associated with SNU for the dual degree program. While students study abroad for  
     2 semesters, the tuition must be paid to SNU and they will be exempted from the   
     tuition of the school abroad.

Country University

Australia University of Melbourne - Faculty of Economics and Commerce

Belgium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Group

Chile Universidad Adolfo Ibáñez - School of Government and the School of 
Business

China
Peking University (Beijing) -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 Partners of CAMPUS Asia Project
University of Hongkong
Yanbian University

Denmark Copenhagen Business School

Finland
HANKEN School of Economics 

University of Helsinki - Renvall Institute for Area and Culture Studies

France ESSEC Business School Paris  

Germany

Johann Wolfgang Goethe-University, Frankfurt am Main

Universität Münster - Münster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Eberhard Karls University Tübingen – Faculty of Humanities

Italy Università Commerciale L. Bocconi  

Japan

Chuo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Law, Economics, Commerce, Literature, 
Policy 
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 –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Kobe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tudies

The University of Tokyo -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 Partner of CAMPUS Asia Program

Waseda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Asia Pacific Studies

Norway The Norwegian School of Management Bl,    

Russia Moscow St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MGIMO University)

Spain INSTITUT BARCELONA D’ESTUDIS INTERNACIONALS (IBEI)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

Switzerland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Thailand Chulalongkorn University –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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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university in dual degree program can not be the    
   same as the one submitted to SNU.

  E. CAMPUS Asia Program

1) Outline 
    Students who are admitted to participate in the Three-way Dual Degree Program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Tokyo University, and Peking University, will be       
      exempted from the tuition fee of each university and receive a scholarship that     
      partially covers living expenses.

2) Basic Module
    Students will receive their Dual Degree after studying at both the Home University  

      and the First Partner University, for 1 year at each university. A certificate of       
      attendance will be given to those who studied an additional semester at a Second  
      University as an exchange student.

3) Eligibility
    Korean Citizens Only

                                               (A total of two and a half years)

Country University Degree Remarks

France ESSEC 
Business School Paris

Master of Science in 
Management

-No Dissertation
-Certification of 18-month of work   
experience is needed for graduation, 
though it is not a prerequisite for 
entrance qualification.

Belgium KU Leuven 
Faculty of Social Sciences

Master of European Studies or 
Master of European Policies 
and Politics

-Dissertation   submission

Japan
The University of Tokyo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Master of Public Policy
-Report comparable to dissertation  
   needs to be submitted
-CAMPUS Asia Program
 (living expenses granted)

Germany Eberhard Karls University 
Tübingen
Faculty of Humanities

Master of Arts -Dissertation submission

China Peking University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Master of Law in 
International Studies

-Dissertation submission
-CAMPUS Asia Program
 (living expenses granted)

Russia
MGIMO University
Moscow St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Master of International 
Relations -Dissertation submission



- 19 -

Ⅶ. GSIS BK21 FOUR Program

A. GSIS BK21 FOUR Program
  1) Agenda: “Cultivating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c Leaders in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International Area and Development Cooperation for 
a New National Strategy”

  2) Program Period: September 2020 - August 2027

  3) Vision and Objectives: Fostering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with expertis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based 
on practical experience and potential for public diplomacy 

     〇 Education: Fostering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capable of establishing a 
sustainable academic environment for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international 
area and development cooperation

     〇 Research: Enhancing academic excellence leading in the field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international area and development cooperation

     〇 Global Networking: Becoming a hub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area 
studies in Asia to cooperate with universities abroad and build global 
prestige

B. GSIS BK21 FOUR Scholarship and Research Support

 1) Monthly Stipend
    a) M.A. Students: 700,000 KRW
    b) Ph.D. Candidates: 1,000,000 KRW
    c) Ph.D. Coursework Students: 1,300,000 KRW

 2) Research Support
    a) Academic activity support: overseas fieldwork, academic conferences (presenter/ 

discussant), academic journal publication fees, and other relative expenses for 
academic activities recognized by the program

    b) Research project participation: joint research projects with professors and 
researchers at GSIS; special lectures, colloquiums, workshops, roundtables; 
exchange programs at GSIS and universities abroad

    c) All BK21 participants are qualified to receive academic activity support, 
whether they receive a monthly stipend or not.

  3) Obligations and Requirements
    a) Actively participate in academic events and programs hosted by the GSIS 

BK21 FOUR Research and Education Group.
    b) BK21 Fellows must submit a Progress Report at the end of each semester.
    c) Submit an article to an academic journal before graduation if selected as a 

BK21 Fellow for at least one semester.
*Ph.D. Students (and Candidates) must publish an article (including certificate 
of acceptance and publication) in an academic journal (double-blind peer 
review) within 4 semesters of receiving a BK21 sti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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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Campus Life

  A. GSIS Student Council

   The Student Council is the voice of the student body. With elected representatives  
     from all majors, it works closely with the administration and faculty at GSIS for the  
     benefit of the students it represents. The Student Council is responsible for         
      addressing the concerns of the students and making their time at GSIS more      
      enjoyable through organizing activities and events.

   The Student Council will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to the students through      
     information sessions and thesis workshops. It will also administer surveys on        
     various issues in order to collect the opinions of the student body. Various          
     activities and events -- Membership Training, Wine and Cheese Night, Thesis        
     Workshops, and many more -- are arranged for all students at GSIS to enjoy.

  Student Council Members (Spring 2021)

Position Major Name
President Cooperation JEONG  Kipoom

(Internal) Vice-President Cooperation Maria  Ignacia MOLINA ROBERT
(External) Vice-President Cooperation CHOI  Seokwon
Treasurer and Secretary Cooperation Miri  MATSUO

   Representatives

Major Position Name

Commerce
Representative PARK Seung Min

Vice-Representative Linh Thi  Thuy NGUYEN

Cooperation
Representative Kevin  Everett SIMEON

Vice-Representative Suosopor  KHUOY

Area Studies
Representative SON  Sugyeong

Vice-Representative Alice  Jiye LEE

Korean Studies
Representative Anthony  Tsz Him LAU

Vice-Representative Ruiqing  FANG

  

  B. Housing and Meals

Students may choose to live in a university dormitory, rent an apartment, or lease 
a room in a boarding house near campus. Dormitory (Kwanak-sa) application 
procedures are posted on the campus housing website (http://dorm.snu.ac.kr) in 
May and November of each year.
Students who wish to apply to live in the BK International House must apply online at 
mySNU site (http://my.snu.ac.kr) and submit the required form to the Administration Office 
of GSIS (Bldg. 140-1 #301) with his or her alien registration card (or passport).
Kwanak-sa (dormitory) Administration Office: Building #900, B1F (Tel: 880-5403 /4)

Students are free to use restaurants and cafeterias located on campus. (Bldg. 220, 
College of Human Ecology/ Bldg. 74, Yesulgye Restaurant, Bldg. 113) When 
having meals in campus restaurants or cafeterias, students can pay with a debit or 
credit card and can receive a student discount if they register their card (usually at 
the entrance of the cafe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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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Transportation

If coming to SNU by subway, get off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r “Nak-Sung 
Dae” station (Line No.2).

From the “SNU” station: Take exit No. 3 and take Bus #5511 at the nearest bus 
stop. This bus stops in front of the GSIS building. If taking a taxi from the station, 
the fare is approximately 5,000 won. You may also take any bus that stops at the 
Main Gate of SNU. GSIS is about 15 minute walking distance from the Main Gate.

From the “Nak-Sung Dae” station: Take exit No. 4, and take “Ma-eol bus 
(마을버스)” No. 2 at the nearest bus stop. Get off at the Dorm Crossroad 
(기숙사삼거리) and walk about 5-10 minutes down the hill to GSIS. 

  
  D. SNU Health Service Center

 HSC offers basic medical consultations, health check-ups and vaccinations. It is   
  located on the 3rd floor of the Student Union Center Bldg. 63 (학생회관).

  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Students can register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enjoy the  
 benefits of insurance at hospitals in Korea. (http://www.nhis.or.kr)   

  F. Bookstore

Students may purchase Korean or foreign books at the bookstore located on the 
second floor of the Student Union Center Bldg. 63. (학생회관)

  G. Others

Students may use the Portal site (my.snu.ac.kr) to register for classes, check their 
grades, check tuition fees, or apply for scholarships. Updated announcements on 
GSIS are also posted on the Official Notice of the GSIS homepage (gsis.snu.ac.kr 
-> News & Events -> Official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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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Academic Calendar for 2021
※ This academic calendar is tentative and subject to slight modifications.

Registration for Incoming Student February 1-5
Commencement February 26
First Semester 
First day of semester March 2
Orientation (Canceled)
Application period for qualifying examinations March 2-8
Period for course changes March 2-8
Qualifying examinations March 18-19
1/4 of semester March 25
Last day for course withdrawal April 21
2/4 of semester April 21
Course registration period for summer session May 4-12
3/4 of semester May 18
Application period for fall semester scholarships May 24 - June 11
Last day of semester June 14
Application for returning and readmission June 15 - July 16
First day of summer session June 22
Deadline for submission of course grades (1st semester) June 28
Last day for course withdrawal (summer session) July 12
End of summer session Augus 2
Registration for Incoming Student (2nd semester) August 2-6
Closing date for submission of course grades (summer session) August 9
Course registration for fall Semester August 10-17
Registration for Second Semester August 23-27
Commencement August 27
Second Semester 
First day of semester September 1
Application period for qualifying examinations September 1-7
Period for course changes September 1-7
Qualifying examinations mid September
1/4 of semester September 29
Last day for course withdrawal October 26
2/4 of semester October 26
Course registration period for winter session November 2-9
3/4 of semester November 19
Application period for spring semester scholarships, 2021 November 22 - December 10
Last day of semester December 14
First day of winter session December 22
Closing date for submission of course grades December 28

※ For more details on academic schedule, please check ‘Official Notice’ on the GSIS    
   official website.
※ At the beginning of each week, “Event of the Week”, notice at the entracne will be    



※ Courses (교과과정)

Note that the asterisk (*) is used the following way.

a) If an asterisk (*) is before the course number, the course is a “Double-titled 
course.”
For example, *8752.516 means that “Workshop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a 
double-titled course, which has a specific subtitle besides the main title.
If two double-titled courses have the same main title but different subtitles, those 
courses are treated as two different courses. 

 (1) 국제학과 교과목 (International Studies)  

Course No.
Course Title

Remarks
Korean English

875.512 국제경제관계의이해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875.520 국제협력의이해 International Cooperation

875.532 동아시아지역의이해 Understanding East Asia

875.810 조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and Skills

875.823 비교방법론 Comparative Methodology

M2048.000300 국제지역･개발의 융합적 접근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o Studies 
of International Area and Development

BK program 
participants 
should take 
these courses. 
Further course 
details will be 
announced later

M2190.001200 국제개발세미나 Seminar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2) 국제통상전공 (International Commerce Major) 

Course No.
Course Title Recognition

Korean English Int’l 
Commerce

Int’l 
Cooperation

Int’l
Area Studie

Korean 
Studies

[Theory [Theory [Theory [Theory [Theory [Theory [Theory [Theory Courses]Courses]Courses]Courses]Courses]Courses]Courses]Courses][Theory Courses]
*8751.518A 국제통상특강 Topics in International Commerce ●

8751.615 국제통상법의이해 Understanding International Trade Law ● ●

8751.621A 국제경영관계 International Business Relations ●

8751.716 통상협상특수연구 Special Studies in Trade Negotiations ●

8751.718 세계무역기구와다자간무역협정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 ●

8751.803 대학원논문연구 Dissertation Research

876.501 국제개발정책론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 ●

M2048.000200 경제성장과국제개발 Economic Growth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 ●

M2050.000200 국제개발고급분석 Advanced Topic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 ●

M2050.000500 국제개발고전강독 International Development Classic Readings ● ●

M2050.000900 한국 경제성장과 발전과정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Process ● ● ● ●

M2050.001100 인공지능시대의  일자리 Jobs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
M2190.001000 국제개발연구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y ● ● ●

M2190.001100 경제외교의  이해 Economic  Diplomacy: Theory and Practice ● ●

M2190.001300 국제무역통상이론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 ●

[Practical Courses][Practical Courses]

8751.511 국제금융의세계:시장,기관,정책 International Financial World: 
Markets, Institutions and Policies ● ●

8751.514 통상협상의역사와사례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History and 
Major Rounds ● ●

*8751.515 국제통상연습1 Workshop in International Commerce 1 ●

8751.619A 글로벌경영전략 Global Business Strategy ●

*8751.620 국제통상연습2 Workshop in International Commerce 2 ●

8751.720 해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

8751.722 환율과국제거시경제분석 Exchange Rates and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

8751.812 국제협상시뮬레이션게임 international Negotiation Simulation Game ● ●

*8751.814 국제통상세미나1 Seminar in International Commerce 1 ●

*8751.821 국제통상세미나2 Seminar in International Commerce 2 ●

(009) 원조  프로젝트의 수행과 평가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Aid Projects ● ● ● ●

8751.828 국제금융쟁점과사례분석 Major Issues and Case Studies in 
International Finance ●

876.503 국제개발협력론 Global Develop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 ● ● ●

M2050.000300 국제개발협력정책및체계연구 Studie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and System ● ●

M2050.000400 국제개발실증분석방법론 Empirical Method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

M2050.000800 과학기술혁신과 개발의 이해 Understanding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s and Development ● ● ● ●

M2050.001000 국제개발  정책평가 Impact  Evaluation for Development Policies ●

M2190.001400 국제경제정책 평가분석 방법론 Quantitative  Methods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nalysis ●



(3) 국제협력전공 (International Cooperation Major)

Course No.
Course Title Recognition

Korean English Int’l 
Commerce

Int’l 
Cooperation

Int’l
Area Studie

Korean 
Studies

[Theory [Theory [Theory [Theory [Theory [Theory [Theory [Theory Courses]Courses]Courses]Courses]Courses]Courses]Courses]Courses][Theory Courses]
8752.515 국제법 International Law ● ●

8752.613 국제정치경제의이해 Understanding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

8752.715 국제기구론 International Organization ●

8752.803 대학원논문연구 Dissertation Research

8752.814 국제인권과난민문제의이해 Understand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Refugee Issues ● ●

8752.829 동아시아의국가안보전략 East Asian National Security Strategy ● ● ●

M2051.000900 젠더와 개발 Gender and  Development ● ● ●

M2190.000300 국제개발의사회정치이론 Social and Political Theorie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

M2190.000800 글로벌 남반구 연구 Global South Studies ● ●

[Practical Courses][Practical Courses]

*8752.516 국제협력연습1 Workshop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1 ●

8752.520 초국경이슈와
국제협력사례연구

Case Studies on Transnational Issu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8752.616 국제협력연습2 Workshop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2 ●

*8752.717 국제협력특수연구 Special Studie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 ●

8752.813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국 Changing World order and Korea ● ●

*8752.815 국제협력세미나 1 Seminar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1 ●

(010) 국제개발론 International  Development ● ● ● ●

*8752.820 국제협력세미나 2 Seminar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2 ●

*8752.827 국제협력연구프로젝트 Research Project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

8752.827(003) 국제협력연구프로젝트
(동아시아소프트파워의정치경제)

Research Project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tical Economy of Soft Power in East 
Asia)

● ●

M2051.000100 국제개발협력의이해 Understand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

M2051.000200 국제안보의이해 Understanding International 
Security ●

M2051.000600 국제분쟁해결사례연구 Case Studies in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

M2051.000700 국제협력과사회경제개발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 ●

M2051.000800 세계화시대의국가,자본,노동 State,Capital and Labor in Era 
of Globalization ● ● ●

M2051.001000 젠더와 노동 Gender and  Labor ● ● ●

M2051.001100 젠더와 인권 Gender and Human  Rights ● ● ●

M2190.000400 동아시아정치발전과경제협력 Political Develop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 ● ● ●



(4) 국제지역학전공 (International Area Studies Major)
 

Course No.
Course Title Recognition

Korean English Int’l 
Commerce

Int’l 
Cooperation

Int’l
Area Studie

Korean 
Studies

[Theory [Theory [Theory [Theory [Theory [Theory Courses]Courses]Courses]Courses]Courses]Courses][Theory Courses]

8753.511 현대세계정치의이해 Contemporary World Politics: Theory 
and Case ● ●

8753.595A 동아시아경제발전의이해 Understanding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 ● ●

8753.596A 세계금융발전론 Financial Development of World ● ●

8753.803 대학원논문연구 Dissertation Research

8753.811 지역통합비교연구:유럽과아시아
Comparative Studies in Regional 
Integration: The Case of Europe and 
Asia

● ●

M2052.000100 아프리카거버넌스와정치 Understanding African Governance and 
Politics ●

M2052.000200 아프리카 대외관계사 History of African External Relations ●

[Practical Courses][Practical Courses]

*8753.594 지역연구연습 Seminar on Area Studies ●

*8753.614A 지역연구프로젝트 2 Research Project in International Area 
Studies 2 ●

(006) (미국의 주요통상정책) (International Trad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 ●

8753.615 지역통화금융통합연구 Studies in Regional Monetary and 
Financial Integration ● ●

*8753.816 지역연구프로젝트 3 Rsearch Project in International Area 
Studies 3 ●

(010) (중남미,아시아,아프리카의경제발전) (Economic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Asia and Africa) ● ●

8753.889 글로벌시장과마케팅의이해 Understanding the Global Market and 
Marketing ●

8753.894A 지역연구의제쟁점 Topics in Area Studies ●

*8753.896A 지역연구프로젝트1 Research Project in International 
Area Studies 1 ●

(003) (중국국가안보정책의쟁점들) (Contending Issues in China’s National 
Security Policy) ● ● ●

1) 미주지역 (North and South American Studies Courses)   
   

Course No.
Course Title Recognition

Korean English Int’l 
Commerce

Int’l 
Cooperation

Int’l
Area Studie

Korean 
Studies

[Theory [Theory [Theory [Theory [Theory [Theory Courses]Courses]Courses]Courses]Courses]Courses][Theory Courses]

8753.513 한미관계사연구 Studies in history of Korean-American 
Relationship ● ● ●

8753.612 미국의대외정책 American Foreign Policy ● ● ●

8753.772 중남미의경제발전 Economic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 ●

8753.897 중남미사회와문화 Latin American Society and Culture ●



2) 아시아지역 (Asian Studies Courses) 

Course No.
Course Title Recognition

Korean English Int’l 
Commerce

Int’l 
Cooperation

Int’l
Area Studie

Korean 
Studies

[Theory [Theory [Theory [Theory [Theory [Theory Courses]Courses]Courses]Courses]Courses]Courses][Theory Courses]
8753.521A 중국의금융·재정 China’s Banking and Finance ● ●

8753.543 동아시아은행과금융 Banking and Finance in East Asia ● ●

8753.624 중국의권력구조와정치체계 Power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China ●

8753.642 일본의정치와외교 The Politics and Diplomacy of Japan ● ●

8753.643 일본의경제와산업 Japanese Economy and Industry ●

8753.644 일본의사회와문화 Japanese Society and Culture ●

8753.666 동아시아국제관계의이해 Underst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of East Asia ● ● ●

8753.667A 동아시아시민사회의이해 An Understanding Civil Societies in East Asia ● ●

8753.677 동남아의정치경제 Political Economies of Southeast Asia ● ●

8753.724 현대중국의사회현황과문제 Current Issues in Chinese Society ●

8753.810 현대일본정치의이론과쟁점
Theories and Issues in Contemporary 
Japanese Politics

● ●

8753.895 동아시아경제발전과민주화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in East Asia

● ●

M2052.000300 현대일본사회의 불평등 Social Inequality in Contemporary Japan ●

M2052.000400 한국과 동남아 관계 Korea-Southeast Asia Relations ●

M2190.001500 동남아 국제관계의 이해 International Relations of Southeast Asia ●

[Practical Courses][Practical Courses]

8753.541 한일관계연구 Studies in Korea-Japan Relations ● ● ●

8753.542A 현대일본사회의쟁점 Issues in the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

8753.645 일본기업사례연구 Case Studies in Japanese Firms ● ●

8753.664A 아시아의경제발전과리더쉽 Economic Development and Leadership in Asia ● ● ●

8753.722 중국과 세계경제연습 Workshop in China and World Economy ● ●

8753.814 한일기업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in Korean and Japanese 
Firms

●

8753.890 일본의상업과유통사례연구
Case Studies in Japanese Commerce and 
Distribution

●

8753.892 중국대외관계의현황과쟁점 Current Issues in China’s Foreign Relations ● ●



3) 유럽지역 (European Studies Courses) 

Course No.
Course Title Recognition

Korean English Int’l 
Commerce

Int’l 
Cooperation

Int’l
Area Studie

Korean 
Studies

[Theory [Theory [Theory [Theory [Theory [Theory Courses]Courses]Courses]Courses]Courses]Courses][Theory Courses]

8753.636 유럽연합의정치적발전 Political Development of European Political Development of European Political Development of European 
UnionUnionUnion ● ●

8753.638 유럽통합의과정과이론 Theory and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

8753.639A 유럽통합:유럽연합의법과제도 European Integration: Law and Institutions 
of European Union ● ●

M2048.000100 유럽통합 European Integration ● ●

[Practical Courses][Practical Courses]

M2190.000900 유럽연합과  아시아의 거시
경제학연습

Workshop in  Macroeconomics of 
European Union and Asia ● ●

(5) 한국학전공 (Korea Studies Major) 

Course No.
Course Title Recognition

Korean English Int’l 
Commerce

Int’l 
Cooperation

Int’l
Area Studie

Korean 
Studies

[Theory [Theory [Theory [Theory [Theory [Theory Courses]Courses]Courses]Courses]Courses]Courses][Theory Courses]

*8754.513 한국의역사 Korean History ●

8754.518 한국생활사 History of Korean Life Style ●

8754.520 한국학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Studies ● ●

8754.540A 근대한국의역사와사회 Modern Korean History and Society ● ●

8754.715 한국의사회 Korean Society ●

8754.722 근대화와한국사회의변화
Modernization and Transformation of
Korean Society

● ●

8754.803* 대학원논문연구 Dissertation Research

M2053.000100 글로벌시대의한국과정치 Politics in Global Korea ● ●

[Practical Courses][Practical Courses]

8754.519 한국의경제정책과경제발전
Economic Policie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 ● ●

8754.522 북한세미나 Seminar in North Korea ● ● ●

8754.712 한국의 종교 Korean Religion ●

*8754.821A 한국학세미나 Seminar in Korean Studies ●

(10) 대북원조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 ●

8754.824 한국학연구프로젝트1
Research Project in Korean 
Studies 1

● ●



- 29 -

•School Location

Addres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Republic of Korea    

      Website: http://gsis.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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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대학원 소개 

국제대학원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와 그에 따른 국제 정치 및 경제 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

하며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

을 담당할 국제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경제, 국제정치 등 국제학의 핵심 기능분야와 아시아, 미주, 유럽 등 세계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지역학 분야를 동시에 제공하는 다학제적인 대학원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순수학문뿐 아니라 실무경험을 강조하는 전문대학원으

로서 39학점을 요구하는 석사과정을 두고 있으며 2007년 봄부터는 박사과정을 개설

하였다.

1997년 3월 국제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아 협동과정 체제인 국

제지역원으로 출범하여 2003년 3월 1일 정식 대학원으로 확대·개편되어 오늘에 이

르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강의가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규 학생의 약 50%가 

50여 개국으로부터 온 외국인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 조직 기구 및 시설 안내

가. 국제대학원 교직원                                            2021.3.1.기준  

구 분 직위/직급 성 명 동(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원장실
원  장 박태균 140-1(501) 880-8500 tgpark@snu.ac.kr
비  서 안나영 140-1(501) 880-8500  any918@snu.ac.kr

부원장실
교무부원장 송지연 140-1(502) 880-8976 jiyeoun.song@snu.ac.kr
학생부원장 한정훈 140-1(503) 880-9214 gurus72@snu.ac.kr

국제통상

교  수 안덕근 140-2(310) 880-9249 dahn@snu.ac.kr 
교  수 이영섭 140-1(613) 880-8511 ysrhee@snu.ac.kr

교  수 정  혁 140-2(309) 880-2921 hyeokj@snu.ac.kr
부교수 이수형 140-1(607) 880-4048 soohlee@snu.ac.kr  

조교수 안재빈 140-1(602) 880-6992 jaebin.ahn@snu.ac.kr
객원교수 장병균 140-2(304) Jang.ByungKyoon@outlook.com

국제협력

교  수 김태균 140-1(605) 880-6994 oxonian07@snu.ac.kr
교  수 백진현 140-1(601) 880-8513 jhpaik@snu.ac.kr

교  수 신성호 140-1(615) 880-5810 ssheen@snu.ac.kr
교  수 이  근 140-1(604) 880-6993 gnlee@snu.ac.kr

부교수 송지연 140-1(614) 880-4174 jiyeoun.song@snu.ac.kr

국제지역학

교  수 김종섭 140-1(512) 880-5812 chongsup@snu.ac.kr

교  수 김현철 140-1(509) 880-6880 kim@snu.ac.kr
교  수 문우식 140-1(608) 880-8524 mwoosik@snu.ac.kr

교  수 박철희 140-1(508) 880-9219 chpark82@snu.ac.kr
교  수 정영록 140-1(610) 880-8514 yrcheong@snu.ac.kr

교  수 정종호 140-1(514) 880-5813 jeongjh@snu.ac.kr
교  수 조영남 140-1(511) 880-5811 yncho@snu.ac.kr 

부교수 박지환 140-1(510) 880-9218 jeehwan95@snu.ac.kr
조교수 오윤아 140-1(606) 880-8518 yoonah.oh@snu.ac.kr

객원교수 이일형 140-2(304) leeilhoung@gmail.com

객원부교수 최지은 140-2(304) jasmine11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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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실

1) 서무행정 : 예산 회계 및 시설 유지 보수 업무, 직원 인사 관리 담당

             (880-8501,8947/ 140-1동 301호)

2) 교학행정 : 교원업무지원, 교과과정, 입학업무, 수강신청, 장학금 신청, 졸업 사정 

등 교무, 학생 제반 업무 담당 (880-8505,8509/ 140-1동 301호)

3) 국제교류 :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수 및 학생 교환, 해외인턴 및 연구, CAMPUS 

Asia사업 등의 국제업무 지원(880-8507/ 140-1동 301호)

4 연구행정 : 연구비관리, 학술활동지원, BK21 사업, 연구업적 등 교수연구지원 

제반 업무 담당 (880-8506, 2924/ 140-1동 301호) 

5) DCPP   : 개발협력정책과정(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Program) 제반 업무 담당

             (880-6877/ 140동 203호) 

     

  다. 국제학도서관(http://islib.snu.ac.kr) 

국제학도서관은 국제대학원 신관 (140-1 동) 2 층과 4 층에 위치하고 있다. 국제학 

분야의 전문 도서관을 지향하며, 국제통상, 국제협력, 국제지역학, 한국학 관련 

분야의 자료가 중점적으로 수집·정리·이용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이 지

구 분 직위/직급 성 명 동(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한국학

교  수 박태균 140-2(311) 880-8519 tgpark@snu.ac.kr

교  수 은기수 140-1(611) 880-9220 eunkisoo@snu.ac.kr

부교수 한정훈 140-1(612) 880-2296 gurus72@snu.ac.kr

부교수 Erik Mobrand 140-1(513) 880-5069 erikmobrand@snu.ac.kr

행정실  행정실장 전소연 140-1(301) 880-8947 schon0517@snu.ac.kr

서무행정실
팀  장 권소은 ″ 880-8501 ksoeun81@snu.ac.kr

서무담당 이지은 ″ 880-8501 jeunlee@snu.ac.kr

교학행정실

팀  장 정진우 ″ 880-8505 penang@snu.ac.kr

교학담당 배석민 ″ 880-8505 seukmin777@snu.ac.kr
교학담당 전나현 ″ 880-8509 nhjun@snu.ac.kr

국제교류 및 
연구행정실

팀  장 김병진 ″ 880-8507 aivason2@snu.ac.kr
담  당 이지은 ″ 880-8506 j48611@snu.ac.kr

BK사업단
BK조교수 김정민 140-2(303) 880-2922 kacchi82@snu.ac.kr
BK연구원 김보경 140-2(303) 880-2922 bk.kim@snu.ac.kr

담  당 임수정 140-1(301) 880-2924 yimcri@snu.ac.kr
DCPP 담  당 도래미 140(203) 880-6877 raemi_do@snu.ac.kr

국제학도서관
도서관장 정  혁 140-2(309) 880-2921 hyeokj@snu.ac.kr
실  장 이수옥 140-1(402) 880-2532 leesuok@snu.ac.kr

사  서 양상미   140-1(402) 880-8502 smya77@snu.ac.kr

국제학연구소

소  장 박철희 140-1(302) 880-2940 chpark82@snu.ac.kr

연구부교수 기여운 140-1(302) 880-2940 younki1007@gmail.com
연구조교수 윤태희 140-1(302) 880-2940 therhyme@snu.ac.kr

일본연구소

소  장 김현철 140(404) 880-9238 kim@snu.ac.kr
HK 교  수 남기정 140(401) 880-9347 profnam@snu.ac.kr

HK 부교수 조관자 140(408) 880-8718 joa@snu.ac.kr
HK 부교수 이은경 140(409) 880-8520 exodian@snu.ac.kr

HK 조교수 김효진 140(410) 880-5089 subculmania@snu.ac.kr
HK 조교수 서동주 140(412) 880-9388 djseo9123@snu.ac.kr

HK 조교수 정지희 140(411) 880-8576 sich17@snu.ac.kr
행정실장 정연우 140(403) 880-8503 miyabi@snu.ac.kr

담  당 김미리 140(403) 880-8503 mirinim123@snu.ac.kr
수위실 - 정영래 140-1(304) 880-8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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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국내 EU 자료 기탁 센터로, EU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단행본, 정기

간행물, CD-ROM 등이 소장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 이용이 가능하다. 학기 중 신입생을 위하여 도서관 오리엔테이션과 국제학 

관련 데이터 베이스 이용 특강을 실시한다.

    

명 칭 소장 자료 위치 개방 시간 (평일)
정기간행물실 학술지(동양서) 140-1동 204호&205호 9:00 ~ 18:00

서고 및 열람실
단행본/통계 자료/
참고 자료/EU 자료/

학술지(서양서)
140-1동 401호

9:00 ~ 18:00 (학기중)
9:00 ~ 18:00 (방학중)

영상 자료실 영상 자료 140-1동 403호

대출실 - 140-1동 401호

  라. 국제학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https://iia.snu.ac.kr) 

 2004년 국제대학원 산하 연구소로 설립된 이래 국제학연구소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학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국제통상, 국제협력, 국제지역학, 한국학 관련 연구

수행 및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에 따라 학술지, 연구총서, 동향보고서 및 working paper 등의 출판물을 발행하

며, 국제학술회의 및 워크숍 개최를 더불어 자료실을 통한 국제 및 지역정보의 

수집·정리·교류를 지원해왔다. 2019년부터 SK(주)의 후원을 받아 연구소를 개

편하여 연구인력을 충원하고 국제대학원 내 연구소의 독립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연구소 산하 10개의 연구센터를 재정비하였다. 2020년 상반기 ‘서울대학교 국제

학연구소 새단장 및 재정비 기념 개소식’과 ‘2020 비전선포식 및 기념심포지

움’을 기점으로 국제학·지역학 연구의 세계적인 대표 연구소로 활동을 시작하

였다. 2020년 국제학연구소는 국제전략 이슈에 관하여 최고 전문가를 초빙한 자

유토론 형식의 Global Strategy Seminar 7회, 국제학·지역학 관련 차세대 유망학

자 초청 세미나인 Global Excellence Seminar를 11회 개최하였다. 그 외, 국제·

지역 현안에 대한 분석 리포트인 Issue Brief, 국제전략에 대한 논점정리 및 제언

의 Global Strategy Report, 연구소 활동 보고서인 Newsletter 등을 출간하였다. 

향후 국제학연구소 연구총서 등의 발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제학연구소만

의 차별화된 정기 세미나 및 국내외 학술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사회공헌을 위해 

차세대 양성사업과 IIA Bookclub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제학연구소 소장 및 센터장 현황                               2021.3.1.기준  

구분 성명
소장 박철희

편집간행부장 정종호
EU연구센터장 한정훈

국제개발연구센터장 정  혁
국제안보센터장 신성호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장 은기수
국제통상전략센터장 안덕근
국제협력연구센터장 김태균
동아시아연구센터장 조영남

미주연구센터장 김종섭
중국연구센터장 정종호

한국학연구센터장 박태균



- 4 -

1) EU연구센터 (Center for EU Studies)

    EU연구센터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원을 

받아 국제학연구소의 연구센터로 설립된 EU 전문연구소이다. EU연구센터는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사업을 통해서 국내 다양한 사회계층에게 EU가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EU연구센터는 국내 최초로 

‘Center of Excellence’의 자격을 부여 받아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EU 관계를 강화하고자 최초로 한-EU 교육협력사업(EU ICI-ECP)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며 명실상부 한국의 선도적인 EU 연구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2) 국제개발연구센터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ies)

 국제개발연구센터는 개발도상국과 공여국의 민간차원과 국가차원의 다양한 곳에

서 연구활동 및 국제적 교류와 협력활동으로 국제개발을 증진시키고 있다. 국제

개발연구센터는 세계 국제개발의 전반적인 이슈를 연구하며 보다 폭넓은 연구를 

기반으로 국제개발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기관에 자문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지하고 연구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3) 국제안보센터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국제안보센터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안보 현안에 대

한 객관적인 평가와 현실성을 갖춘 전망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2019

년 국제학연구소 산하의 센터로 새롭게 신설되어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의 안보 

정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술적·정책적 측면의 이해와 전략적 

사고를 증진시키고자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4)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Center for Transnational Migration and Open 

Society)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는 젠더, 인종, 연령,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과 포용적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학

술 연구 및 학계·시민단체·정부 간의 협력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국제통상전략센터 (Center for International Commerce & Strategy)

 국제통상전략센터는 2013년 설립된 이래 센터장과 책임교수의 지도하에 교내 국

제통상 관련 세미나 및 학회, 교육 프로그램 등 전반을 기획, 준비, 운영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

 

6) 국제협력연구센터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제협력센터는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국제안보, 국제법, 국제기구, 국제개

발, 국제정치경제,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쟁점과 현안을 분석하는 연구센터

이다.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부터 글로벌 기후변화, 개도국 발전문제와 국제분쟁

의 국제법적 해결방안까지 국제협력의 전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국제문제에 대하

여 정책적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7) 동아시아연구센터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동아시아연구센터는 동아시아에 대한 학제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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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역내 안보질서, 정치체제, 경제체제, 시민사회 등의 주요 현안을 아우른다. 냉

전적 안보 질서가 지속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중심의 시각을 넘어 동아시아 

역내 현존·잠재하고 있는 다양한 비안보부분의 갈등과 분쟁 요인을 주목하며 경

제적 상호 의존의 심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공동관리

와 해결을 위한 연구와 정책마련에 힘쓰고 있다. 

8) 미주연구센터 (Center for American Studies)

 미주연구센터는 북미와 중남미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등 다양

한 주제를 연구 분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는 주로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그 외의 경제협력 방안,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개발협력정책 등이었다. 

9) 중국연구센터 (Center for Chinese Studies)

 중국연구센터는 중국에 대한 심도 있는 국제적·지역적 이해를 위해 핵심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

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중국과 내부로부터 이해하는 현대 중국의 흐름을 정확히 포

착하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중국연구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10) 한국학센터 (Socheon Center for Korean Studies)

 한국학센터는 한국학 연구 역량 증진과 한국학 학자 간 네트워크 교류확대를 위

해 설립되었다. 평생 한국학의 발전에 기여한 소천 박영희 여사의 지원으로 2013

년 6월에 개소하였으며, 한국학 관련 학술연구, 한국학 콜로키움 개최와 더불어 

2016년 6월에는 제12회 세계 한국학 컨소시엄 워크숍을 진행함으로써 세계 유수 

대학의 한국학 학자들과의 교류에 힘쓰고 있다. 또한 한국에 대해서 공부하는 외

국인 학생들이 한국의 전통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화체험 행사

도 지원하고 있다.

  마. 일본연구소(http://ijs.snu.ac.kr)

일본연구소는 현대일본에 대한 학제적 심층적 연구 기관으로, 6명의 연구소 전임

교원을 중심으로 교내외 일본 연구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 일본관련 

자료수집, 국제학술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학술활동사업, 정보네트워크구축, 차세대 

일본전문가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학술, 사회공헌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연구활동에 있어서는 일본의 과거보다 현재에 비중을 두면서 역사적인 것과 동시

대적인 것이 연결될 수 있는 연구,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결합될 수 있는 학제적 

연구, 현장을 중시하는 경험적 연구를 지향한다. 일본연구소는 활동의 범위를 이

와 같은 연구 및 학술활동에 제한하지 않고, 연구소 활동이 갖는 실천적 의미에 

특히 주목하여 차세대 일본전문가의 육성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에도 힘쓰고 있

다.

일본연구소는 2019년부터 7년간 “포스트 지역학 시대의 일본 생활세계 탐구-성숙

과 변용, 위기와 연대-”라는 아젠다로 HK(인문한국)플러스 사업을 진행하며 새로

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일본연구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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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식과 담론을 창출하고 한국과 일본의 바람직한 관계 구축을 모색함으로

써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한다. 또한 일본연구에서 새로운 영역 개척

과 연구 모델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 

  바. 학생 컴퓨터실 

    1) 위치 및 개방 시간 

실명 위치 개방시간

학생 컴퓨터실 140동 306호 24시간 개방 

강의용 컴퓨터실 140동 103호 수업시 개방

* 무선랜 이용 안내

 (1) 이용가능한 무선랜 목록에서 SNU_U+Zone을 선택한 후 암호("lguplus100")를 입력

 (2) 도서관(140-1동 4층) SNU wireless 이용 

  접속프로그램 포털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포털 ID로 로그인하여 사용

     

2) 프린터기 이용 안내 

‘S카드’,‘T-Money 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복사카드’를 구매

하여 사용. 복사카드는 학생회관(63동)이나 경영대(58동) 복사실에서 구매

  사. 학생공간

   1) 석사과정 연구실 

     국제대학원은 140동 303호, 304호 두 개의 석사과정실이 있으며 학생들은 이 곳

에서 주로 그룹 프로젝트 등을 위한 토론 및 토의를 할 수 있다. 두 석사과정실 

모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화이트보드와 충분한 개수의 콘센트가 구비되어 

있다. 석사과정실은 박사과정 학생들의 스터디룸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생

들이 토론을 할 때 소음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2) 박사과정 연구실 

     국제대학원에는 140동 301호, 302호, 308호 세 개의 박사과정 연구실이 있으며 

학생들은 이곳에서 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3) 스터디룸

     국제대학원 140동 309호는 가장 큰 공간으로 석사과정실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

며 약 3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스터디룸은 각 자리마다 개인 조명과 콘

센트를 갖추고 있는 곳으로 조용한 면학 분위기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공

간이다. 스터디룸에서는 되도록 대화를 자제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모두가 공

부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

   4) 학생 라운지 (Student Lounge)

     학생 라운지는 스터디룸 바로 옆, 140동 310호에 위치해 있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학생 라운지에는 간단한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자판기, 더불

어 테이블들과 소파, 의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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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학생회 사무실 (Student Council Room)

     학생 라운지 맞은편, 140동 305호에 위치하고 있는 학생회 사무실은 본래 학생

회 학생들이 열쇠를 가지고 출입할 수 있으나, 학생회 학생들이 사무실에 머무

르는 동안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생활과 관련된 

고민이나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학생회 사무실에 와서 학생회 학생들과 상의 할 

수 있다. 또한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

  아. 기타시설

 140동 2층에 위치한 GL-Room (Global Leaders’Room)은 대형강의실로 각종 세

미나, 초청강연 등에 사용되며, 140동 1층에 위치한 소천 국제회의실, 140-2동 4

층에 위치한 국제회의실은 국제회의와 행사에 사용된다. 그 밖에 부속 연구시설

과 학생연구실 및 세미나실 등이 140동에 위치하고 있다. 연구실과 세미나실 등 

대학원 시설을 이용하려면 행정실(140-1동 301호)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자. 행정정보 

    학생들을 위한 취업, 진학, 등록, 수강신청, 성적, 장학금 등과 국제대학원을 비롯

한 여러 기관 및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 세미나 등 공지사항과 행정전달 사항

들은 모두 서울대학교 포털사이트(http://my.snu.ac.kr)와 국제대학원 게시판(140-1

동 3층 로비)과 홈페이지(http://gsis.snu.ac.kr)의 Official Notice Board에 공고된다. 

학생들은 입학 후에 포털 사이트에 반드시 가입하고, 개인정보 변경 내용(핸드폰 

번호, 주소, 이메일 등)을 입력해야 행정실로부터 각종 연락을 받을 수 있다. 

Ⅲ. 석·박사학위과정

  가. 학위취득요건

 ▣ [박사과정]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 4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1) 연구방법론 1과목 3학점 이수(단, 석사과정에서 방법론 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면제)

2) 국제대학원내 주전공(국제통상·협력·지역학) 프로그램 중 4과목(12학점) 이상 이수

3) 국제대학원내 타전공(국제통상·협력·지역학·한국학) 에서 3과목(9학점) 이상 이수

4) 대학원논문연구 과목을 포함하여 자유선택 과목을 8과목 24학점이상 이수

   (단, 연구방법론 수강자는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 박사과정생은「대학원논문연구」과목에 대하여 필수로 지정하지 않으나 최대 

12학점(4과목)까지 자율적으로 반복 이수하여 수료 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음 

  단, 1학기에 2강좌 이상 수강할 수 없음

   ▣ [석사과정]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서 39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평점 3.0이상(만점기준 4.3)

시 졸업이 가능하다. 전공별 이수 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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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대학원내 공통필수 4과목 이수

2) 국제대학원내 전공프로그램 과목 중 최소한 3과목(9학점) 이수

* 전공과목은 본인의 전공 외에 상호 인정되는 타전공 과목에서 다양하게 이수 가능

 (별첨된 교과과정 리스트 참조)

3) 수료기준 학점(39학점 이상)에 필요한 과목(학점) 이수

4) 단, 전공선택 및 자유선택 내에서 실무과목을 최소 3과목(9학점) 이수

5) 학부과목은 6학점내에서 수료학점에 포함이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에 지도교

수와 상의하여야 함 (단, 전필 & 전선만 이수 가능, 교양과목 이수 불가)

 나. 논문제출자격시험 

1) 응시자격 및 절차

   전 공 시 험 외  국  어

응시자격
2개 학기 이상 등록,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응시 학기에 등록한 자
(등록회수, 이수학점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응시 가능)

응시절차
- 매 학기 개강 첫 주에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
- 제2외국어 교과목 이수, 어학 자격증 등으로 대체하는 사람은 반드시 
  관련 서류(성적표, 자격증 등)를 응시원서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과목

 
외 국 어

전 공 비   고
제1외국어 제2외국어

석사 부과 부과 부과
영어, 제2외국어 및 전공 시험의 
합격 기준을 통과해야 함.

박사 부과 - 부과

전공
필수과목 (4 과목)  

필수(선택) ① 필수(선택) ② 필수(선택) ③ 필수 ④

국제통상 ①국제경제관계의이해
②국제협력의이해     
  or 동아시아지역의이해

③조사방법론
or

  비교방법론 ④대학원
논문연구

국제협력 ①국제협력의이해
②국제경제관계의이해 
  or 동아시아지역의이해

국제지역학 ①동아시아지역의이해
②국제경제관계의이해 
  or 국제협력의이해

DCPP
①국제개발연구
  (대체과목: 젠더와 개발)

②국제경제관계의이해  
  or 국제협력의이해 
  or 동아시아지역의이해
  (각 전공1, 선택1 이수)

한
국
학

한국인
학  생

➀국제경제관계의이해  
  or 국제협력의이해

②근대한국의역사와사회 
  or 근대화와한국사회의변화

외국인
학  생

➀한국의사회
②한국의역사
  (한국근현대사)

③글로벌시대
의한국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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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어

과정 필수 제2외국어

석

사

영어
독일어,프랑스어,중국어,러시아어,스페인어,일본어 중 1과목
(한국학전공의 학생은 한문 선택 가능)

➀ 외국인 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은 모국어를 제외하고 영어, 한국어, 제2
외국어 중 1과목만 부과 
➁ 한국학전공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 학생과 개발협력정책과정 외국인 학생
은 영어 대신 한국어 1과목만 부과

박

사

영어 미부과

단, 지역학 전공 및 한국학 부전공 비영어권 외국인 학생은 영어 대신 한국
어 시험으로 대체 가능.
영어권 외국인 학생은 독일어,프랑스어,중국어,러시아어,스페인어,일본어,한
문, 한국어 중 1과목 부과

  

  ① 대학원 입학 후 제2외국어 관련 교과목을 최소 3학점 이상 취득하고, 그 성적

이 B0이상인 경우 면제 (단, 교환학기 등으로 외국대학에서 제2외국어 해당 

언어로 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논자시를 면제하며, 제2외국어과목(언어)을 수

강한 경우에는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나 논자시는 면제)

  ② SNULT 3급 이상 취득자 대체

  ③ 논자시 대체 교과목인 ‘불어(논자시)’, ‘독어(논자시)’ 이수시  C-이상 성

적일 경우 면제

  ④ 한국어: 한국어 시험을 치를 경우 과락기준은 석사 60점, 박사 70점 미만이며 

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 과목 [한국어와 한국문화 1: 교과목번호 990.804] 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2: 교과목번호 990.805]를 수강하여 S의 성적을 취득하면 

면제 (외국인 학생에 한함) 

  ⑤ 한국어 응시: 필기시험 응시 가능 (필기시험에 1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에 한

하여 한국어 구술시험 응시가능)

  ⑥ 개발협력정책과정 학생은 영어 대신 한국어 선택 가능

  ⑦ 영어권 외국인은 공용어 및 공식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를 포함

  ⑧ 언어관련 과목은 논자시 시험대체로 수강할 수 있으나, 수료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⑨ 2년 이내의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어 성적 제출시 합격으로 인정함. 인정되

는 어학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인정되는 어학시험 종류>   

구분 시험종류 인정급수 주 관

독어
Geothe-Zertifikat

A2 이상 독일문화원
Test Daf

불어 DELF-DALF A2 이상 프랑스 정부

중국어
HSK 5급 이상

중국정부
CPT 600 점 이상

스페인어 DELE 초급 이상 스페인 문화원

일본어

JPT 600 이상 국제교류진흥원

JLPT N2 이상 일본 국제교류기금
JTRA 2 급 이상 일본 JTRA 시험관리위원회

러시아어 TORFL 기본단계 토르플 한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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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 합격기준

과정 학과(전공) 합격기준 비   고

석사

국제통상 TEPS 419 점 이상
(TOEFL 103 점 이상)  -신입생(한국인) 선발 입학고사에 제출한 

성적이 기준 이상일 경우 면제함
 -영어권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TEPS 및 

TOEFL 성적을 제출하여야 함

국제협력

국제지역학 TEPS 387 점 이상
(TOEFL 99 점 이상)한국학

박사 국제학과
TEPS 419 점 이상

(TOEFL 103 점 이상)

   ※ TOEFL 점수는 서울대학교의 TEPS-TOEFL 환산기준에 따름

 ■ 전공 시험과목 

   [석사과정]   

학과 전  공
시험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택1)

국제
학과

국제통상 국제경제관계의이해 국제협력의이해/동아시아지역의이해

국제협력 국제협력의이해 국제경제관계의이해/동아시아지역의이해

국제지역학 동아시아지역의이해 국제경제관계의이해/국제협력의이해

DCPP 국제개발연구(대체과목: 젠더와 개발)

한국학
외국인 한국의사회/한국의역사/글로벌시대의한국과정치 (택 2)

한국인 근대한국의역사와사회/근대화와한국사회의변화

 ※ 본인이 필수과목으로 수강한 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여, 각 과목당 60 점이상(/100)

    취득하여야 함

  [박사과정]      

전  공 시험과목 세부영역 비고

국제학과

전공1 지도교수와 협의    

전공2 지도교수와 협의

비전공
(택1)

국제통상 국제경제관계/국제경영/국제통상법/국제금융/개발경제

지도교수와 
협의

국제협력 국제정치/국제법/국제개발/국제정치경제/

국제지역학 중국/일본/한국/미주/유럽/

   ※ 박사 과정은 박사 학위 논문심사(종심) 전까지 심사제도 학술지에 논문 한편(단독 또는 

2인 공저의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 이상을 게재하여야 함

    - 응시횟수: 4회 이내 (1회 3분야까지 응시 가능)

    - 응시기간: 입학 후 8학기 이내 (휴학학기 제외)

    - 각 과목당 70점 이상(/100점) 취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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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학위논문심사 청구 절차

    

    (주의사항) 

    - 논문계획서(proposal)가 통과된 학생만이 논문발표(defense)가 가능하다.

    - 한 학기 내에 논문계획서와 논문발표를 동시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논문 지도교수는 전공에 상관없이 자신의 논문 주제에 따라 국제대학원 내 

      타전공 교수도 선택할 수 있다.

    - 논문 성적과 구술고사 성적이 대학원에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만 논문이 

      통과된다. 

      제본된 논문의 제목은 논문심사요지서 상의 제목과 그 부제까지 반드시 일치

      해야 한다.

      매 학기 게시판에 공고되는 논문심사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라. 학위취득

  석사는 세부전공을 명기한 국제학석사, 박사는 전공에 상관없이 국제학박사가 수

  여된다.     

Ⅳ. 장학금

  가. 장학금 종류

1) 맞춤형 장학금: 성적, 소득수준 및 기타사항 등을 반영하여 등록금 일부 지급

2번째 등록학기부터 응시가능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 합격

(매년 4월 또는 10월)
 

      

2~3번째 등록학기 둘째 달 중순 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논문계획서 신청원 제출

(매년 4 또는 10월 중순)       

2~3번째 등록학기 셋째 달 말 논문계획서 발표

(매년 5월 또는 11월)  
 

      

4학기 둘째 달 중순까지 논문심사원 제출

(매년 4월 또는 10월 중순) 
 

      

4학기 셋째 달 중순까지 심사용 논문 제출

(매년 5월 또는 11월 중순) 
 

      

4학기 셋째 달 말까지 논문 발표 및 구술고사

(매년 5월 또는 11월 하순) 
 

      

졸업연도 첫째 달 하순 보존용 논문 제출
(매년 2월 또는 8월 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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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학금: 근무유형에 따라 6개월간 월정액 지급

3) 발전기금 장학금: 기금별 선발자격에 따라 해당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 지급

4) 강의연구지원장학금: 전임교원별로 장학생 1인씩 추천하여 등록금 전액과 월정

액 지급

5) 소천장학금, GLP장학금: 소천재단 및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성적우수자 지원

6) 글로벌 초우수 장학금: 외국인 학생 대상 등록금 전액 지급. 맞춤형 장학금과 별도

로 신청

 나. 장학금 신청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은 장학금별 선발안내를 국제대학원 홈페이지 

Official Notice에서 확인하고,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기간 내에 행정실에 제

출하여야 한다. (미 신청시 장학금 수혜 불가)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취득학점이 9학점 이상(대학원 논문연구 제외)이어야 

하며,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3.3 이상(외국인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다. GSIS BK21 FOUR 연구장학금 (「Ⅶ. GSIS 4단계 BK21 프로그램」내용 참조)

   1) 신청자격 

    가) 국제대학원 전일제 학생

       *한국인: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생

       *외국인: D-2 비자가 명시된 유효 외국인등록증 보유한 학생

    나) 등록학기

       - 석사과정: 4학기 이내 (등록학기 기준 1학기 ~ 4학기)

       - 박사과정: 8학기 이내 (등록학기 기준 1학기 ~ 8학기)

   2) 연구장학금(월별)

    가) 석사: 700,000원

    나) 박사수료: 1,000,000원

    다) 박사과정: 1,300,000원

   3) 지원대학원생 선정 방식

    가) 매 학기 BK21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연구계획서, 성적증명서) 제출

    나) BK21 참여 신청자 중에서 연구장학금 수혜자(BK21 Fellows) 선정 

Ⅴ. 학적관리 

 가. 수강신청

국제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강 신청 공고문을 숙지하고 수강신청내용을 인터

넷(sugang.snu.ac.kr)에 직접 입력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4절(수강신청 및 학점취득) 

제71조 – 제83조를 충분히 숙독할 필요가 있으며, 동 학칙은 서울대학교 홈페

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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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 신청은 교무행정실의 공고를 확인하고 학과장(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온

라인으로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교

무행정실(행정조교 및 담당자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3) 재수강, 2군교과목(*) 등의 수강시에는 학점 인정의 중복 여부를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동일교과목조회 방법: my.snu.ac.kr -> 학사정

보 -> 수업/성적 -> 교과목)

4) 수강신청 잘못으로 발생되는 결과는 전적으로 학생 본인의 책임이므로 이에 관

한 학칙 및 규정을 먼저 익힌 교무행정실의 도움을 받고 지도 교수의 확인 후 

수강 신청을 한다.

5)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전공주임 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관련 과목에 한해, 6학점 이내에서 과정 수료 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단, 

전공과목만 인정이 가능하며 교양 및 외국어 과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휴학 

휴학은 등록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는 일반휴학과 등록 후 수업주수 종

료 이전에 휴학하는 학기 중 휴학으로 구분된다. 학기 중 휴학은 기 납입한 등록

금을 다음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간이 수업주수 4분의 2이내에 휴학

할 경우이며, 단, 질병과 군복무로 인한 휴학은 4분의 2선 이후에 휴학이 가능하

며 등록금도 보전된다. 1회 신청한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2개 학기 이내이며 석사

과정은 4개 학기, 박사과정은 6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http://my.snu.ac.kr 

온라인 신청)

   

 다. 복학

휴학기간 만료로 복학하는 학생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복학신청이 

가능하다. (http://my.snu.ac.kr 온라인 신청) 

※ 군복무 후 복학자는 주민등록 초본(반드시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또

는 전역증 및 소집해제증 사본 1부를 첨부해야 한다.  

  

 라. 학생증(S-card) 발급 

학생증 발급 신청은 서울대학교 포털사이트 마이스누(http://my.snu.ac.kr)나 학생지원

센터(두레문예관)에서 가능하다.(S-card의 경우 구내 우리은행 방문 필요) 

※ S-card는 ID (학생증/신분증) 기능과 금융 기능 (현금, 전자화폐, 체크/신용, 후

불교통카드) 등 하나의 카드에 모든 기능이 통합된 다기능 스마트카드이다.

Ⅵ. 국외교환학생 프로그램
   

  가. 국외수학에 관한 규정

    1) 국외수학신청

     가) 수학신청 과목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학과장(교무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행

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청기한은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에, 계절수업 수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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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 수학기간은 1년까지 가능하며 취득학점은 대학원과정은 학기 당 12학점, 계

절수업은 9학점 이내로 하며,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2) 수학신청 변경 및 취소: 기 제출한 수학신청원을 변경 혹은 취소할 경우 수학

신청변경원이나 수학신청취소원을 교무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학점인정: 

가) 국외수학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은 외국대학수학 학점인정신청서와 성적표

를 교무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도교수 및 학과장(교무부원장)의 승인

과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학점인정 된다.

나)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표기되나, 평점평균에는 산입

되지 않으며, 복수학위의 경우에는 학점 및 평점이 반영된다.

다) 1학점당 소요 시간은 15시간 이상이다.

라) 언어관련 수업은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교환학생프로그램

    1) 자격 

가) 국제대학원에 1학기 이상 수학하고 해외대학 파견 전 2학기 이상을 마친 자

나) 국제대학원 성적 평균 3.3 이상 

      다) 토플점수 IBT 94 이상 

    2) 구비서류 

      가) 신청서 (국제대학원 소정양식) 

      나) 학업계획서 (국제대학원 소정양식) 

      다) 이력서 (국제대학원 소정양식) 

      라) 국제대학원 성적표 1부 

      마) 토플 성적표 1부 

      바) 지도교수 추천서(국제대학원 소정양식)

      사) 서약서

    3) 신청일정 

    매년 가을학기 교환학생 신청은 교환학생 신청기간은 매년 가을학기 교환학생 

신청은 2월 중순까지, 봄학기 신청을 위해서는 8월 중순까지이다. 각각 3월말, 

9월말에 국제대학원 학사위원회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게 된다. 신청자들은 국

제교류실(140-1동 301호)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4) 학점 

     가) 학기당 최소 9학점은 이수해야 한다. 

     나) 여름학기인 경우 최소 6학점은 이수해야 한다. 

       ※ 원칙적으로 1학점은 15시간의 수업에 상응한다. 

     다) 언어관련 과목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5) 등록금 

      서울대학교에 납입한다.

 6) 기타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선발절차에서 국제적인 경험이 부족한 학생에게 우선순위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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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학생교류협정 대학 

  라. 복수학위 프로그램

Country University Degree Remarks

France ESSEC Business 
School Paris

Master of Science  
 in Management 
(M.Sc.)

논문 없음
졸업을 위해 18개월의 경력 증
명서 필요. 단, 입학조건은 아님

Belgium
KU Leuven 
Faculty of Social 
Sciences

Master of European 
Studies or Master of 
European Policies 
and Politics

논문 제출

China

Peking University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Master of Law in 
International Studies

논문 제출
CAMPUS Asia Program
(생활비 지원됨)

Country University
Australia University of Melbourne - Faculty of Economics and Commerce

Belgium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Group

Chile Universidad Adolfo Ibáñez - School of Government and the School of 
Business

China
Peking University (Beijing) -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 Partner of CAMPUS Asia Program
University of Hongkong
Yanbian University

Denmark Copenhagen Business School

Finland
HANKEN School of Economics
University of Helsinki - Renvall Institute for Area and Culture 
Studies

France ESSEC Business School Paris 

Germany
Johann Wolfgang Goethe-University, Frankfurt am Main
Universität Münster - Münster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Eberhard Karls University Tübingen - Faculty of Humanities

Italy Università Commerciale L. Bocconi  

Japan

Chuo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Law, Economics, Commerce, Literature, Policy
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 –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Kobe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tudies
The University of Tokyo –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 Partner of CAMPUS Asia Program
Waseda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Asia Pacific Studies

Norway The Norwegian School of Management Bl,  
Russia Moscow St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MGIMO University)
Spain INSTITUT BARCELONA D'ESTUDIS INTERNACIONALS (IBEI)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
Switzerland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Thailand Chulalongkorn University –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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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대학원에서 1년, 상대대학에서 1년을 수학 후 양교의 졸업요건 충족시 2개의 

학위를 취득함. 해외에서 수학하는 1년 동안 등록금은 서울대에 납부, 상대대학

에서는 학비 면제

   - 복수학위를 통해 해외대학에 제출하는 논문과 서울대학교에 제출하는 논문이 동

일해서는 안됨

  마.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1) 개요

서울대, 동경대, 북경대가 함께 참여하는 석사과정의 3자 복수학위 장학프로그

램(three-way dual degree program)으로 선발된 학생은 각 파트너 대학의 학비

를 면제받고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2) 프로그램 모듈

본교와 제1파트너 대학에서 1년씩 수학하여 ‘복수학위’ 취득 + 제2파트너 대

학에서 교환학생으로 1학기 수학 후 ‘수학증명서’ 취득(총 2년 6개월 과정)

    3) 자격 : 한국 국적자에 한함

Japan

The University of 
Tokyo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Master of Public 
Policy

논문에 상응하는 보고서 제출 
CAMPUS Asia Program
(생활비 지원됨)

Germany

Eberhard Karls 
University Tübingen 
Faculty of 
Humanities

Master of Arts 논문 제출

Russia
MGIMO University
Moscow St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Master of 
international 
Relations

논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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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GSIS 4단계 BK21 프로그램

가. GSIS BK21 교육연구단 소개 

  1) 교육연구단명: 「신국가전략을 위한 다학제적 국제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2) 총 사업기간: 2020년 9월 ~ 2027년 8월

  3) 교육연구단 목표: 국가전략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학과 국제개발

을 선도하는 다학제적 학문 후속세대와 전문 혁신인력 양성

〇 교육: 지역학과 국제개발의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확립할 수 있는 학문후속

세대와 전문인력 양성 

〇 연구: 한국의 지역학과 국제개발의 생태계를 선도하는 학문적 수월성 증진

〇 국제화: 아시아의 국제개발 및 지역학의 허브로 성장과 세계 저명대학과 경

쟁할 수 있는 학문의 수월성 확립

나. GSIS BK21 장학금 및 연구지원

  1) 연구장학금 (월별)

    가) 석사: 700,000원

    나) 박사수료: 1,000,000원

    다) 박사과정: 1,300,000원

  2) 연구지원

   가) 학술활동 지원: 해외 현지조사, 학회 참석(발표·토론), 학술지 투고료 등.

   나) 연구 참여: 공동 연구 프로젝트, 특강시리즈·콜로퀴움·워크샵·라운드테이

블·교류 프로그램 등.

   다) 월별 장학금 수혜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BK21 참여대학원생은 학술활동 지

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

  3) 의무사항

    가) GSIS BK21 교육연구단에서 개최하는 학술행사 및 프로그램에서 참여

    나) 연구장학금 수혜학생(BK21 Fellow)은 학기말에 progress report 제출

    다) 한 학기라도 장학금 지원을 받은 학생은 졸업 전까지 학술지에 논문 투고

        *박사과정생(수료생 포함): 장학금 수혜 4학기 내에 등재(후보)지급 이상의 저

널에 논문을 출판(논문게재증명 포함)할 의무

Ⅷ. 학교생활 

  가. 국제대학원 학생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생회는 학생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권익을 수호하는 조

직입니다. 대학원 내 각 전공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이루어진 학생회는 행정실과 

교수진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 전체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다양한 행사를 주최함으로써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생들은 학생회가 주관하는 설명회와 학위 논문 워크숍에 참석하여 유익한 정보

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회는 여러 안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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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 전체의 의견을 취합하고 반영합니다. 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MT, 와인

의 밤, 논문 워크숍 등이 있습니다.

학생회 임원 (2021학년도 1학기)

회장단 전 공 성 명

회장 국제협력 정기쁨

대내부회장 국제협력 몰리나 로버트  마리아 이그나시아

대외부회장 국제협력 최석원

총무 및 비서 국제협력 마츠오미리

전공대표

전 공 대표 / 부대표 성 명

국제통상
대  표 박승민

부대표 응우옌 티 튀 린

국제협력
대  표 케빈 세미언

부대표 쿠외 수오소뻐

국제지역학
대  표 손수경

부대표 이지예

한국학
대  표 안토니

부대표 방서청

    나. 숙소 및 식사 

학생들은 학교기숙사인 관악사 또는 BK국제관에 입사신청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학교 근처에서 하숙, 전세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기숙사 입사에 대한 자

세한 안내는 기숙사 홈페이지(http://dorm.snu.ac.kr)에 공고되며, BK국제관에 입

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mySNU사이트에 신청하고, 신청서를 국제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악사 행정실 : 900동 지하1층, 전화 : 880-5403/4

식사는 학교식당(국제대학원 근처에는 생활대식당(220동), 예술계식당(74동) 그리

고 동원관(113동))을 이용하거나 학교 외부에 있는 식당 등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에는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가 가능하고 카드를 등록한 경우 학생할인 가격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 

다. 교통 안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서울대입구역에서 하차하거나 낙성대역에서 하차하면 

된다. 서울대입구역에서 국제대학원까지는 버스(경영대행 5511번 일반버스), 택

시(5,000원 정도 비용), 도보(약 40분 소요, 정문에서부터는 15분 소요) 등의 방

법이 있다. 낙성대역에서 하차할 경우 02번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대학

원기숙사에 하차하여 서울대학교  순환도로를 따라 도보로 걸어 내려오면 된다. 

라. 보건소

  학생회관 옆에 보건소가 있어, 건강검진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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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강보험 가입(외국인학생)

  국민건강보험(http://www.nhis.or.kr)에 가입할 경우, 병원을 이용할 때에 보험적

용을 받을 수 있다.

바. 서점

  국내서적 및 해외서적은 학생회관(63동) 2층에 있는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사. 기타 

 정보광장(my.snu.ac.kr)에 등록하여 계정을 만들어 놓아야 수강신청, 성적 확인 

및 기타 행정 사항(등록금 고지서 출력, 분납 신청 등)이 온라인상으로 가능하므

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바란다. 또한 국제대학원의 자체 공고사항은 국제

대학원 홈페이지(http://gsis.snu.ac.kr) Official Notice를 통해 게재되는 만큼, 수시

로 게시판을 확인 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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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2021학년도 학사일정 

      (※ 학사일정은 변경 가능하므로 국제대학원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학기 신입생 등록 2월 1일~ 5일

전기 학위수여식 2월 26일

제1학기  

개강 3월 2일

오리엔테이션 (취소)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지원서 제출 3월 2일~8일

제1학기 수강신청 변경 3월 2일~8일

석‧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 3월 18~19일

수업주수 1/4선 3월 25일

제1학기 수강신청 취소 마감 4월 21일

수업주수 2/4선 4월 21일

하계 계절수업 수강신청 5월 4일~12일

수업주수 3/4선 5월 18일

2020학년도 제2학기 장학생 선정 신청서 제출 5월 24일~6월 11일

제1학기 종강 6월 14일

제2학기 복학(귀)원, 복적원, 재입학원 제출 6월 15일~7월 16일

하계 계절수업 시작 6월 22일

제1학기 성적제출 마감 6월 28일

하계 계절수업 수강신청 취소 마감(1/2선)  7월 12일

하계 계절수업 종강 8월 2일

2021학년도 후기모집 신입생 등록 8월 2일~ 6일

하계 계절수업 성적제출마감 8월 9일

제2학기 수강신청 8월 10일~17일

제2학기 재학생 등록 8월 23일~27일

후기 학위수여식 8월 27일

제2학기   

개강 9월 1일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지원서 제출 9월 1일~7일

제2학기 수강신청 변경 9월 1일~7일

석‧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 9월 중순경 

수업주수 1/4선 9월 29일

제2학기 수강신청 취소 마감 10월 26일

수업주수 2/4선 10월 26일

동계 계절수업 수강신청 11월 2일~9일

수업주수 3/4선 11월 19일

2021학년도 제1학기 장학생 선정 신청서 제출 11월 22일~12월 10일

제2학기 종강 12월 14일

동계 계절수업 시작 12월 22일

제2학기 성적제출 마감 12월 28일

동계 계절수업 수강신청 취소 마감(1/2선) 2022년 1월 7일

동계 계절수업 종강 2022년 1월 25일

동계 계절수업 성적제출마감 2022년 2월 3일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2022년 2월 7일~14일

2022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 2022년 2월 21일~25일

전기 학위수여식 2022년 2월 26일

* 국제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학사 일정 및 행사일정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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