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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외국인 학생에게 대한민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할 기회를 부여

함으로써 국제교육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간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2010년 정부초청장학프로그램의 브랜드 통합에 따라 KGSP(Korea Global Scholarship

Program)에서 GKS(Global Korea Scholarship)으로 명칭 변경

2. 모집 과정 및 수학대학

□ 모집 과정

구분 전문학사 학사

장학기간 한국어연수 1년, 학위과정 2∼3년 한국어연수 1년, 학위과정 4~6년

□ 모집 전형

공관 전형 대학 전형
합계

일반 재외동포 소계 UIC* 지방대 전문학사 소계

74 7 81 55 49 15 119 200

* 산학협력과정 : UIC(University and Industry Cooperation)

□ 초청분야 및 수학대학

◦ 초청분야

- 수학대학에서 개설한 전 학문 분야

- 야간강의, 계절강의, 통신강의 등 일반대학과 강의 형태가 다른 

대학은 초청 불가 

- 지원자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studyinkorea.go.kr)에 탑재된 대학과 

해당 대학에 개설된 학과에만 지원 가능

* (English/한국어 version) Scholarships → GKS Notice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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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대학

   - 공관전형

과정 구분 대학명 배정인원

일반,

재외동포

[A유형]
24개교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덕성여대,

동국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자대, 숙명여대,

신한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과학기술원,

이화여자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공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학사

81명

[B유형]
30개교

강원대,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공주대, 대구대, 대전대, 동서대, 동아대, 배재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선문대, 세명대,

순천대, 순천향대, 신라대, 영남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호서대

※ 공관전형 지원자는 수학대학 지망 시 B유형 대학 1개교 이상 지망 필수

   - 대학전형

과정 대학명 배정인원

UIC
10개교

[학사과정] 건양대, 국민대, 부산대, 서강대, 순천향대, 아주대,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육대

[전문학사과정] 경복대, 영진전문대

학사 47명,
전문학사
8명

지방대
30개교

강원대,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공주대, 대구대,

대전대, 동서대, 동아대, 배재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선문대, 세명대, 순천대, 순천향대, 신라대, 영남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호서대

학사 49명

전문학사
3개교

경복대, 영진전문대, 오산대
전문학사
15명

※ 대학전형 UIC 과정 : 이공계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취업연계 지원을 위한 산업체 등 현장 경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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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 인원

 □ 공관전형 

◦ 일반 : 67개 국가 74명

◦ 재외동포 : 7개 국가 7명

연번 국가 일반 재외
동포 계 연번 국가 일반 재외

동포 계

1 가나 1 　 1 35 예멘 1 　 1
2 가봉 1 　 1 36 요르단 1 　 1
3 과테말라 1 　 1 37 우간다 1 　 1
4 나이지리아 1 　 1 38 우루과이 1 　 1
5 네팔 1 　 1 39 우즈베키스탄 1 1 2
6 도미니카공화국 1 　 1 40 우크라이나 1 1 2
7 동티모르 1 　 1 41 이란 1 　 1
8 라오스 1 　 1 42 이집트 1 　 1
9 러시아 1 1 2 43 인도 2 　 2
10 르완다 1 　 1 44 인도네시아 2 　 2
11 말레이시아 1 　 1 45 일본 1 　 1
12 멕시코 1 1 2 46 적도기니 1 　 1
13 모로코 1 　 1 47 칠레 1 　 1
14 모잠비크 1 　 1 48 카자흐스탄 1 1 2
15 몽골 2 　 2 49 캄보디아 1 　 1
16 미얀마 1 　 1 50 캐나다 1 　 1
17 방글라데시 1 　 1 51 케냐 1 　 1
18 베네수엘라* 1 　 1 52 콜롬비아 2 　 2
19 베트남 4 　 4 53 콩고민주공화국 1 　 1
20 볼리비아 1 　 1 54 키르기스스탄 1 1 2
21 부탄 1 　 1 55 타지키스탄 1 　 1
22 불가리아 1 　 1 56 탄자니아 1 　 1
23 브라질 1 　 1 57 태국 1 　 1
24 브루나이 1 　 1 58 터키 1 　 1
25 수단 1 　 1 59 투르크메니스탄 1 1 2
26 스리랑카 1 　 1 60 트리니다드토바고 1 　 1
27 스웨덴 1 　 1 61 파나마 1 　 1
28 싱가포르 1 　 1 62 파라과이 1 　 1
29 아제르바이잔 1 　 1 63 파키스탄 1 　 1
30 아프가니스탄 1 　 1 64 페루 1 　 1
31 앙골라 1 　 1 65 폴란드 1 　 1
32 에콰도르 1 　 1 66 피지 1 　 1
33 에티오피아 1 　 1 67 필리핀 1 　 1
34 엘살바도르 1 　 1 합계 74 7 81

* 현지 상황에 따라 가이아나 또는 수리남 지원자 추천 가능

※ 현지 상황에 따라 초청국 한국 공관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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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전형

◦ 산학협력(UIC) : 55명 

※ 초청국가 제한 없음(전 세계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지원 가능)

구분 수학대학 학과(전공)명 배정인원

학사

8개교

건양대
사이버보안학과

5
의료인공지능학과

국민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6

인공지능학부

부산대

기계공학부

6

산업공학과

정보컴퓨터공학부

나노에너지공학과

나노메카트로닉스공학과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명과학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4
화공생명공학과

순천향대

AI 빅데이터학과

5

사물인터넷학과

의료IT공학과

정보보호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 9

한국기술교육대
기계공학부

6
컴퓨터공학부

한국공학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6

전문학사

2개교

경복대 빅데이터과 4

영진전문대
컴퓨터정보계열

4
AI융합기계계열

10개교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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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대 및 전문학사 : 6개 권역 64명

권역 초청국
배정인원

지방대 전문학사

동남
아시아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23 7

동북
아시아

몽골, 일본 3 1

서남
아시아

네팔,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
9 3

중앙
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6 2

미주, 유럽,
태평양

캐나다,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

러시아, 몰도바, 벨라루스, 불가리아, 스웨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조지아, 터키, 폴란드 / 피지

3 1

중동,
아프리카

예멘, 요르단, 이란, 이집트 /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르완다, 모로코, 모잠비크, 세네갈,

수단,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적도기니,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5 1

합계 4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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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자격

□ 지원 자격

◦ 국적

   - 초청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지원자의 부모(또는 법적 보호자)는 외국 국적 보유자이어야 하며, 지원자
또는 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이면 지원불가
․지원자 또는 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졌던 경우, 한국 국적 이탈 또는 상실을
증명하는 한국정부 발행 서류 제출
․심사기간 중 지원자의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 심사 제외(UIC 미적용)

◦ 학력

- 학사과정은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예정)한 사람

- 전문학사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사람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지원 불가하며,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학사과정에만
지원 가능
․졸업예정자는 지원 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합격한 경우 2023년 2월
28일까지 졸업증명 서류 제출
․임시 졸업(학위)증명 서류 제출자는 졸업예정자로 간주

◦ 성적 

- 직전 학교 모든 학년 종합 성적이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사람 

① 백분율 환산 점수 80% 이상 또는 석차 상위 20% 이내 

② CGPA 2.64/4.0, 2.80/4.3, 2.91/4.5, 3.23/5.0 이상 

※ 직전 학교: 전문학사 지원자는 고등학교, 학사 지원자는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 CGPA: Cumulative Grade Point Average, 종합평균평점

․성적표에 종합평균평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성적을
백분율 또는 CGPA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의 공식적인 설명 자료
추가 제출
․졸업예정자 CGPA는 지원 당시 이수 완료한 모든 학기 성적으로 산출

◦ 연령 : 만 25세 미만(1998.3.1. 이후 출생)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범죄경력 등)가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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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 한국에서 장기간 유학이 가능할 정도로 심신이 건강한 사람

․마약복용 판정을 받았거나, 장기간 수학이 어려운 질병을 가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합격 취소
․2차 심사 합격자에 한해 의사발급건강진단서(Official Medical Examination)
제출
․입국 후 본원 주관 건강검진 시 심각한 질병 발생이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 지원 제한 

◦ 한국 내 고등학교(외국인학교 포함)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예정)한 사람 

․한국 소재 학교의 온라인 과정을 졸업한 사람은 지원 불가
․한국 소재 학교의 마지막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지원 불가

◦ 한국정부로부터 학위과정 장학금을 수혜 받은 사람

- GKS 전문학사 과정을 재학, 수료 또는 졸업한 사람 

- GKS 학위과정 장학생으로 입학 후 ‘자격상실’된 사람

- 국립국제교육원 외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학위과정 장학금을 받은 사람

․국립국제교육원 우수교환학생 프로그램 수혜 경험자는 지원 가능
․‘자격상실’이란 장학생으로 재학 중 중도 포기를 하거나 GKS 장학생 자격이
상실됨을 의미
※ (예외) 한국어연수 후 TOPIK 3급 이상 미취득으로 자격상실이 된 경우는
TOPIK 5급 이상 취득 시 재지원 가능

◦ 최근 3년 간 GKS 학위과정 장학생으로 최종 합격 후 입학 전 포기했거나 

합격이 취소된 사람

◦ 중복 지원

- 공관전형 1차 심사 합격자(정후보, 예비후보)는 대학전형에 지원 불가 

- 공관전형 내 ‘일반’ 과정과 ‘재외동포’ 과정 중 한 개 과정만 지원 가능

- 대학전형 내 UIC, 지방대, 전문학사 과정 중 한 개 과정만 지원 가능하며,

한 개 대학, 한 개 학과만 지원 가능 

․중복 지원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심사 후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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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학과별 입학요건 확인

  - 입학은 TOPIK 3급을 기본으로 하되, 학과별로 입학요건(예: TOPIK 

4급 등)을 따로 정할 경우 주의 요망

※ 한국어연수과정 1년 이수(TOPIK 3급 이상) 후, 각 학과별로 정한 입학
요건(예: TOPIK 4급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격상실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학과별 입학시기 확인

  - 9월 입학이 불가능한 학과의 경우 주의 요망

※ 한국어연수과정에서 휴학 등으로 6개월 후 복학하는 경우, 한국어연수
과정 수료 후 수학대학 학위과정 입학시기가 맞지 않아(예: 9월 입학
불가)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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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 및 선발

□ 선발 절차 및 일정

◦ 선발 절차

공관
전형

1차 심사
(공관)

→
후보 
추천

2차 심사
(공관 후보)

→
3차 심사

(공관 후보)
→

최종합격자 
발표

국립국제교육원
(NIIED)→ →

대학
전형

1차 심사
(대학)

→
후보 
추천

2차 심사
(대학 후보)

→ → →
최종합격자 

발표

1단계(공관, 대학) 2단계(NIIED) 3단계(대학) 최종(NIIED)

◦ 선발 일정

전형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최종
합격접수 서류 심사 면접 심사 서류 접수 심사

공관
전형

마감일
재량

10.14.까지
결과 발표

10.21.까지
결과 발표

11.4.까지
서류 도착

11월말까지
결과 발표

12.16.까지
결과 발표 ~12월말

결과
발표대학

전형
10.21.이후
마감

발표일
재량

11.11.까지
결과 발표

11.11.까지
서류 도착

12월초까지
결과 발표

-

◦ 세부 일정 

모집 공고
(NIIED)

 모집 공고 및 추천 의뢰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 공고

선발 계획 공고
(공관, 대학)

 공관 및 대학 자체 선발 계획 수립, 공고

 시기: 9월 중순

지원서 접수
(공관, 대학)

 공관: 마감일 재량
 대학: 10.21. 이후 마감

1차 서류 심사
(공관, 대학)

 공관: 10.14.까지 결과 발표
* 공관전형 불합격자가 대학전형에 지원 가능하도록 일정 준수 필요

 대학: 발표일 재량
1차 면접 심사
(공관, 대학)

 공관: 10.21.까지 면접및합격자 발표
 대학: 11.11.까지 면접및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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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제교육원은 2차 심사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명단과 안내사항을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공고하고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는 하지 않음에 유의

장학생 후보 추천
(공관, 대학→NIIED)

 공관: 11.4.까지 공문 및 서류 도착
 대학: 11.11.까지 공문 및 서류 도착

2차 심사
(NIIED)

 공관전형 합격자 발표 : ~11월말
 대학전형 합격자 발표 : ~12월초
※ 합격자 명단은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공고

- 건강진단서 제출(2차합격자→NIIED) -
 대상: 공관 및 대학전형 2차 합격자 전원
 기한: 12.16.까지

3차 심사
(대학)

 대상: 공관전형 2차 심사 합격자

 심사주관: 2차심사 합격자가 지망한 1~3지망 수학대학

 결과발표: 12.16.까지
- 국립국제교육원에 명단 통보

-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대학 선택
(합격자→NIIED)

 대상: 공관전형 3차 심사 합격자

 기한: 12.21.까지
 제출방법: 합격자가 합격한 대학 중 최종 선택대학을

NIIED에 이메일로 제출

최종 합격자 발표
(NIIED)

 시기: 12월말
 방법: 공관 및 대학에 합격자 명단을 공문으로 통보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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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서류 제출 시기 및 방법

- 시기 : 1차 심사를 주관하는 추천기관(공관, 대학)에 따라서 제출 시기가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

- 방법 : 추천기관(공관, 대학)에 따라서 지원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

◦ 서류 목록

구분 서류 목록 비고

작성
서류

(Form 1) 지원서 필수

(Form 2) 자기소개서 필수

(Form 3) 수학계획서 필수

(Form 4) 추천서 1부 필수

(Form 5) 지원자 동의서 필수

(Form 6) 자가건강체크리스트 필수

증명
서류

국적 증명 서류(지원자 부모)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필수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 서류 필수

고등학교 성적증명 증명 서류 필수

전문학사 졸업(예정) 증명 서류 해당자 필수

전문학사 성적 증명 서류 해당자 필수

재외동포 증명 서류 해당자 필수

한국국적이탈 증명 서류 해당자 필수

한국전참전용사 증명 서류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해당자 필수

기타
서류

유효한 TOPIK 성적표(원본) 또는 공인영어 성적표(사본) 선택

수상내역 등(복사본) 선택

여권(복사본) 해당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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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구비 조건

- 1차 심사(공관, 대학)용 서류

[작성 서류*, 증명 서류**]

- 구비 조건 : 심사기관 재량(복사본, 전자파일, 현지어 서류 등 인정 가능 여부)

- 제출 부수 : 심사기관 재량

* 작성 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추천서, 동의서, 자가건강진단서

** 증명서류 : 졸업(예정)증명서류, 성적증명서, 국적증명서류, 재외동포증명서류등

※ 단, 1차 심사 합격자의 서류는 국립국제교육원 2차 심사용 제출 서류 조건에 맞게

취합 후 제출

- 2차 심사(국립국제교육원)용 서류

[작성 서류]

- 구비 조건 : 영어(또는 한국어)로 작성된 자필 서명 원본

※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불필요

- 제출 부수 

․공관전형 : 원본 1부 + 단순 복사본 3부

․대학전형 : 원본 1부 

[증명 서류]

- 구비 조건

․영어(또는 한국어)로 작성된 서류 :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확인

․현지어(영어 제외)로 작성된 서류 : ① 현지어서류와 번역공증본 모두 

제출 ② 현지어서류 또는 번역공증본 중 1개 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의 증명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서류로 제출하되, 고등학교

학적서류는영사확인서류로제출가능

- 제출 부수 

․공관전형 :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확인) 서류 1부 + 단순 복사본 3부

․대학전형 :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확인)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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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준비 시 유의 사항 

- 1차 심사용 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 1차 심사용 서류 구비 조건은 심사 기관(공관, 대학) 재량

․ 1차 심사 기관 재량에 따라 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으니 기관 홈페

이지 게시판 등 확인 필수

․ 1차 합격자의 서류는 2차 심사(국립국제교육원)용 서류 구비조건에 

맞게 제출 

- 2차 심사용 서류

․ 지원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각 양식에서 요구하는 

서명을 누락한 경우, 해당 지원자는 단계별 심사 대상에서 원칙적

으로 제외 

․ 재발급이 불가한 증명 서류는 원본을 보관하고, 복사본을 공증 받은 

후 이 복사본에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국립국제교육원은 제출된 일체의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5년 이상 보존)

․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 확인) 서류의 복사본 인정하지 않으나 

발급기관에서 ‘등본 인증’을 받을 경우 인정 가능 

․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 확인)이 불가한 증명 서류는 해당 서류의 

일반 공증본에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 확인) 기관으로부터 ‘등본 

인증’을 받아 제출

․ 초청국이 아닌 외국에서 유학한 경우, 학적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 확인)은 유학한 국가의 재외공관 영사확인으로 인정 

․ 온라인으로 발급된 증명 서류도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확인) 필수

․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 확인) 서류의 유효기간은 서류에 기재된 

기간으로 하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급일 기준 2년 이내 

․ 국립국제교육원이 요구한 서류 목록 외에 대학이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포트폴리오 등)가 있을 경우, 지원자가 이를 대학에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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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심사용 제출 서류별 안내 사항 >

제출 서류 안내 사항

국적 증명

서류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 ① 지원자와 부모의 가족 관계와 ② 지원자와 부모의 국적을 모두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자 출신 국가 정부에서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

ㆍ부모의 이혼, 사망 등으로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출

불가 사유 증빙(예: 이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

- 제출한 증명서에서 국적(Nationality, Citizenship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원자와 부모의 여권 복사본(유효기간 내)을 보완서류로

추가 제출

ㆍ증명서 내에 민족그룹(Ethnic), 출생지(Birth Place), 거주지 등은 국적으로

인정 불가, 여권 복사본(유효기간 내)을 보완서류로 추가 제출

ㆍ여권 복사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 국적이 명시된 정부발급 서류 또는

신분증 복사본 보완서류로 추가 제출

※ 보완서류로 추가 제출한 서류가 신뢰할 수 없을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졸업 증명

서류

- 졸업일(또는 월)이 기재되어 있는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학위증 등

제출

- 지원하는 과정의 직전과정* 출신학교에서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전문학사를 취득한 학사과정 지원자의 직전과정은 전문학사

- 졸업예정증명서는 졸업예정일(또는 월)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졸업예정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확인)이 불가한 국가의

경우 재학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확인)본을 제출하되,

졸업예정증명서는 일반 공증을 받아서 같이 제출

ㆍ재학증명서만을 제출할 경우 졸업예정자로 인정하지 않음

- 졸업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임시 졸업(학위)증명 서류

제출자는 졸업예정자로 간주

- 졸업예정자 자격 지원자가 졸업증명서를 기한 내(최종합격자 확정 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건부합격으로 결정

성적 증명

서류

-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해당자)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제출한 성적증명서의 CGPA가 4.0, 4.3, 4.5, 5.0 Scale 또는 100 Point

Scale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변환성적표를 보완서류로 추가 제출

ㆍ변환성적표는 출신학교가 공식적으로 보증(관인 날인)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불필요)

ㆍscholaro.com, wes.org 등에서 출력한 변환성적표의 경우,

출신학교가 공식적으로 보증(관인 날인)한 경우에 한해 유효(아포스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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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영사확인 불필요)

※ 변환성적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자의 지원 자격 부합 여부와

학업능력 판단 불가

- 성적증명서 성적란에 학기 또는 학년 단위 GPA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모든 학년 합산 총점의 CGPA가 기재되어 있으면 인정

ㆍ이 경우, 지원서 성적란에는 CGPA만 기재

- 편입한 학생의 성적증명서에 편입 전 성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편입 전 학교의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 고등학교 졸업시험 성적을 고등학교 공식 성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 졸업시험 성적표로 지원 자격 심사 가능

ㆍ이 경우, 학기 또는 학년 단위 일반성적표는 참고자료로 추가 제출 권장

재외동포

증명 서류

- 해당자에 한해 필수 제출

- 직계존속과 지원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재외동포임을 증명

한국 국적

이탈 증명

서류

- 해당자에 한해 필수 제출

- 국적 이탈이 완료된 내용과 날짜를 확인 가능한 한국정부 발행

문서만 인정하며, 접수증이나 신고서 등은 인정 불가

한국전

참전용사

증명 서류

- 해당자에 한해 필수 제출

- 직계존속이 외국군으로서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임을 증명하는 관련국

정부발행 문서 제출

- 직계존속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

어학

성적표

-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

– 한국어: TOPIK / 영어: TOEIC, TOEFL, IELTS

ㆍTOPIK 성적표는 제 71회~85회 성적표 인정

ㆍTOPIK 성적표는 웹사이트(topik.go.kr) 출력본 제출

ㆍ공인영어 성적표는 웹사이트 출력본 또는 복사본 제출

기타 자료

복사본

-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

- 수상실적 등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내 기술된 지원자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복사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불필요) 제출

여권

복사본

-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

- 제출한 국적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에서 국적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보완서류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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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공통]

- 대학 및 학과 공식 이름 기재 확인 

※ 지망대학 및 학과는 ‘University Information’에 제시된 대학 및 학과만 지원

가능하므로, 그 외 대학 및 학과를 기재하여 불합격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영어 성명이 여권 상 성명과 동일한지 여부 필히 확인

※ (유의) 최종 합격자 ‘초청장’에 기재되는 지원 당시 성명과 ‘사증 발급신청서’

상 성명(특히 중간이름)이 달라 사증 발급 지연 사례 빈번하게 발생

- 각종 서류 완비 여부 확인 

- 지원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제출서류를 확인하되 체크리스트는 각 

지원자 서류 최상단에 위치 

- 제출 서류는 지원서 양식 첫 페이지 체크리스트(Application Checklist)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해야 하며, 각 서류의 오른쪽 상단에는 체크

리스트 상의 번호와 명칭을 기재하여야 함(예: 8. 졸업증명서 영사확인본)

(예시) 8. 졸업증명서(영사확인본)
-----------------------------------------------

․ 추천자 지원 서류는 A4 규격(또는 레터 사이즈)이어야 함

※ 서류가 규격보다 작을 경우, 별도의 A4용지에 부착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규격보다 클 경우, A4 규격에 맞도록 접어서 제출

[공관전형]

- 공관전형 지원자 희망대학 기재 유의사항 확인

․ 3개 이내로 기재하되 서로 다른 대학 기재 여부
※ (유의) 동일 대학을 학과를 달리하여 중복 지원은 불가

․ 1개 이상 반드시 B유형 대학 기재 여부 
※ (유의) 지원서에 B유형 대학 기재란에 A유형 대학 기재 시 심사에서 제외

- 경쟁률 높은 대학 위주로 지원하여 3차 심사 시 모든 희망대학에서 

불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대학전형]

   - 희망대학 기재란에 1개 대학 1개 학과만 기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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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 주요 심사 내용

- 자격 심사 : 국적, 학력, 성적, 건강, 지원 제한 사항 등 지원 자격에 

대하여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증명서류, 작성서류, 기타서류)를 통해

충족 여부 평가

- 역량 심사 :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본 장학 사업에서 요구하는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

◦ 심사 가산점 부여

- TOPIK 3급 이상 취득자는 서류심사 총 배점의 10%

- 한국전쟁 참전용사(외국군인) 직계 후손은 서류심사 총 배점의 5%

  (사전 예고) 2024년 입학생 선발부터 1․2차 심사에 적용

- ‘한국어능력’과 ‘영어능력’에 별도 점수 부여

  ․ 한국어능력 : TOPIK 등급별 점수 부여 구간 제시

  ․ 영어능력 : 영어(TOEFL, TOEIC, IELTS 등) 성적별 점수 부여 구간 제시

◦ 심사 우대 사항

- 재외동포

- 가정형편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원자

- 공인영어성적(TOEFL, TOEIC, IELTS) 우수자 등 

- 지방대학교 이공계열 지원자

- 전문학사 지원자 중, 국가수준 이상 전국기능경기대회 분야별 최

우수 입상자

□ 건강 검진

◦ 검진 대상 : 2차 심사 합격자 전원

◦ 결과 제출

- 병원(의사) 발급 건강진단서를 12.16.까지 제출, 제출방법은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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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활용

- 한국 입국 후 NIIED 주관으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다음의 경우는 

최종 선발에서 제외 또는 합격 취소(한국에 입국한 경우 항공료 등 지원

된 모든 장학금 반납 후 자비 귀국 조치)

․ 마약복용 판정을 받은 자

․ 장기간 수학(어학, 학위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질병을 가진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 확정 및 명단 통보 

- 공관전형 3차 심사 대학은 12.16.까지 합격자에게 통보

※ 후보가 지망한 3개 대학에서 모두 불합격할 경우 최종 탈락됨

- 공관전형 3차 심사 합격자는 합격한 대학 중에서 최종 진학 희망

대학을 결정하여 본원에 12.21.까지 이메일로 통보

※ 공관전형 3차 심사 합격자는 최종 진학 대학 결정 후 대학 변경 불가

- 공관전형 3차 심사 또는 대학전형 2차 심사 합격자 중 새로 TOPIK 5

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성적표를 본원에 12.21.까지 이메일로 제출 

- 국립국제교육원은 TOPIK 5~6급 취득자*를 학위과정 조기 진학자로 

확정하고, 그 외 합격자는 한국어연수 대상자로 확정 

* 71회부터 85회까지의 TOPIK 성적표를 유효한 성적표로 인정

- 12월말, 합격자 명단 통보(NIIED→ 공관, 대학)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 공고

◦ 합격자에게 초청장 및 입국 안내문 발송(NIIED→ 합격자)

□ 합격자 유의사항

◦ 조건부합격

- 졸업예정자 자격으로 지원하였으나, ‘22.12.21.까지 추천기관(공관,

대학)을 통해 졸업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자는 조건부

합격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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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진학 대상(TOPIK 5급 이상 취득)인 조건부합격자가 ’23.2.28.까지 

졸업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입학 불허

․ 코로나 19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졸업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6개월간 ’합격 유예‘

- 한국어연수과정 입학 대상(TOPIK 5급 미만)인 조건부합격자는 입학을 

허가하되 항공료 ‘자비 입국’

◦ 조건부합격자의 최종합격 전환

- 전환 신청

․ 한국어연수과정 자비 입국 대상자는 ’23.2.28.까지, 학위과정 합격 유예 

대상자는 ’23.5.31.까지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확인)된 졸업증명 

서류를 추천기관(공관전형은 공관, 대학전형은 대학)에 제출하여 신청

․ 추천기관은 기한 내 졸업증명 서류를 본원에 제출

․ 기한 내 서류를 갖춰 최종합격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건부

합격 취소’
※ 코로나 19 등 부득이한사유로인해기한내졸업증명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 하에 제출기한 연장 가능

- 전환 승인

․ 본원 서류검토 후 최종합격으로 전환 승인된 한국어연수과정 자비 

입국 대상자는 입국 후 입국지원 대학을 통해 항공료 지급 

․ 최종합격으로 전환 승인된 학위과정 합격 유예 대상자는 ’23.9월 입학이 

원칙이나 ’23.2.28.이전 전환 신청 시 ’23.3월 입학 신청* 가능

* 표준입학허가서와 사증 발급 등에 필요한 행정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 최종 합격 후 포기자

- 최종 합격 후 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추천기관(공관, 대학)이 합격자의 

서명이 날인된 포기서(자유 양식)를 제출

- 추천기관이 국립국제교육원에 공문으로 포기 처리 요청 시 행정적인 

포기 처리가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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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처리된 이후 번복이 불가능하며, 향후 GKS 장학생으로 재

지원도 불가능하고, 해당국가 GKS 장학생 배정인원 감소의 원인이 

됨에 유의 

◦ 졸업증명 서류 

- 표준입학허가서(국내 대학), 사증 신청 및 변경(재외 공관, 국내 출입

국사무소)에 필요한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 확인)된 여러 장의 

졸업증명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입국 시 지참

※ 한국어연수 1년 후 학위과정 진학 시, 학위과정 수학대학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에

필요한 졸업증명 서류 발급을 위해 본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예방

◦ 한국내 체류 중인 합격자

- 최종합격자가 한국내 체류비자(D2, D4 등)를 기 소지한 경우, 장학생

입학 예정 대학(한국어연수기관 또는 학위과정 수학대학)용 신규 비자 

발급(변경)이 한국내에서 불가능*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즉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규 비자 발급 절차와 필수

서류 등을 문의하여 신규 비자 발급에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한국내 거주하고 있는 자는 한국 입국항공료 

지원 불가

◦ 관련 법률 및 규정 확인

- 최종 합격자는 한국내 출입국 및 체류관련 법령, 국립국제교육원 

학사지침, 한국어연수기관 및 수학대학의 학사관리규정 등을 스스

로 충분히 숙지

대학 학칙, 학사관련 규정 등 각 대학 홈페이지 참조

출입국 및 체류 관련법령
www.immigration.go.kr

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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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학금

□ 지급 기간

◦ 학사과정 : 5~7년(한국어연수 1년+학위과정 4~6년)

◦ 전문학사과정 : 3~4년(한국어연수 1년+학위과정 2~3년)

◦ 유의 사항

- TOPIK 5급 이상 취득 합격자는 한국어연수과정 면제 

- 한국어연수과정에서 6개월 내 TOPIK 5급 이상 취득 시 ’23.9월 조기 진학

□ 장학금 내역 
(N : 국립국제교육원, U : 대학)

구분 항공료 정착
지원금 생활비 한국어

우수장학금
귀국
준비금

건강
보험료

한국어
연수비 등록금

내역 일반석
실비 20만원 9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자체

기준액

전액
N:100만원
U:초과분

전액
N:～500만원
U:초과분,
입학금

시기 최초입국/
최종귀국 최초입국 매월 초 매월 초 최종귀국 매월 초 분기초 학기 초

(연2회)

방법 국립국제교육원 → 대학 → 장학생 국립국제교육원 → 대학

◦ 유의사항

- 최종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입국 

항공료를 지원하지 않으며, 본국 내 이동비와 입국 과정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음

- 본국이 아닌 국가에서의 사증 발급과 입국 경비는 지원하지 않음

- 입학 후 3개월 이내 중도 포기하는 경우 입국항공료 등 장학금 전액을 

반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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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 및 연락처

◦ 수학대학 : Appendix C 참고

◦ 국립국제교육원 국제장학센터 : kgspniied@korea.kr

< 주소 >
(우)1355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국립국제교육원 국제장학센터
GKS Center, #191, Jeongjail-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557,
Republic of KOREA

◦ 유용한 정보

세종학당(한국어교육) www.sejonghakdang.org

대한민국 포털 www.korea.net

외교부(재외공관) www.mofa.go.kr

비자 및 입국
www.immigration.go.kr

www.hikorea.go.kr

대학알리미(고등교육 정보) www.academy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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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G.P.A. Conversion Table

4.0 Scale 4.3 Scale 4.5 Scale 5.0 Scale 100 Points Scale

3.97 ~ 4.0 4.26 ~ 4.3 4.46 ~ 4.5 4.95 ~ 5.00 100

3.92 ~ 3.96 4.22 ~ 4.25 4.41 ~ 4.45 4.90 ~ 4.94 99

3.88 ~ 3.91 4.17 ~ 4.21 4.36 ~ 4.40 4.84 ~ 4.89 98

3.84 ~ 3.87 4.12 ~ 4.16 4.31 ~ 4.35 4.79 ~ 4.83 97

3.80 ~ 3.83 4.08 ~ 4.11 4.26 ~ 4.30 4.73 ~ 4.78 96

3.75 ~ 3.79 4.03 ~ 4.07 4.21 ~ 4.25 4.68 ~ 4.72 95

3.71 ~ 3.74 3.98 ~ 4.02 4.16 ~ 4.20 4.62 ~ 4.67 94

3.67 ~ 3.70 3.93 ~ 3.97 4.11 ~ 4.15 4.57 ~ 4.61 93

3.62 ~ 3.66 3.89 ~ 3.92 4.06 ~ 4.10 4.51 ~ 4.56 92

3.58 ~ 3.61 3.84 ~ 3.88 4.01 ~ 4.05 4.45 ~ 4.50 91

3.49 ~ 3.57 3.75 ~ 3.83 3.91 ~ 4.00 4.34 ~ 4.44 90

3.41 ~ 3.48 3.65 ~ 3.74 3.81 ~ 3.90 4.23 ~ 4.33 89

3.32 ~ 3.40 3.56 ~ 3.64 3.71 ~ 3.80 4.12 ~ 4.22 88

3.24 ~ 3.31 3.46 ~ 3.55 3.61 ~ 3.70 4.01 ~ 4.11 87

3.15 ~ 3.23 3.37 ~ 3.45 3.51 ~ 3.60 3.90 ~ 4.00 86

3.07 ~ 3.14 3.27 ~ 3.36 3.41 ~ 3.50 3.79 ~ 3.89 85

2.98 ~ 3.06 3.18 ~ 3.26 3.31 ~ 3.40 3.68 ~ 3.78 84

2.90 ~ 2.97 3.09 ~ 3.17 3.21 ~ 3.30 3.57 ~ 3.67 83

2.81 ~ 2.89 2.99 ~ 3.08 3.11 ~ 3.20 3.45 ~ 3.56 82

2.72 ~ 2.80 2.90 ~ 2.98 3.01 ~ 3.10 3.34 ~ 3.44 81

2.64 ~ 2.71 2.80 ~ 2.89 2.91 ~ 3.00 3.23 ~ 3.33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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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Contacts of the Korean Embassies

No. Country Office Phone Fax Email

1 Afghanistan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fghanistan 93-20-210-2481 93-20-210-2725 kabul@mofa.go.kr

2 Angola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ngola 244-222-006-067 244-222-006-066 korembassy_angola

@mofa.go.kr

3 Armenia EmbassyoftheRepublicof
KoreainRussia 7-495-783-2727 7-495-783-2777;  

2797 embru@mofa.go.kr

4 Azerbaijan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zerbaijan 994-12-596-7901 994-12-596-7904 azeremb@mofa.go.kr

5 Bangladesh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Bangladesh 880-2-881-2088~90 880-2-882-3871 embdhaka@mofa.go.kr

6 Belarus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Belarus 375-17-306-0147~9 375-17-306-0160 belemb@mofa.go.kr

7 Bhutan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Bangladesh 880-2-5881-2088~90 880-2-984-3871 embdhaka@mofa.go.kr

8 Bolivia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Bolivia 591-2-211-0361~3 591-2-211-0365 coreabolivia@mofa.go.kr

9 Brazil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Brazil 55-61-3321-2500 55-61-3321-2508 emb-br@mofa.go.kr

10 Brunei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Brunei 673-233-0248 673-233-0254 brunei@mofa.go.kr

11 Bulgaria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Bulgaria 359-2-971-2181 359-2-971-3388 korean-embassy@mofa.

go.kr

12 Cambodia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ambodia 855-23-211-900 855-23-219 200 cambodia@mofa.go.kr

13 Canada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anada 1-613-244-5010 1-613-244-5034 canada@mofa.go.kr

14 Chil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hile 56-2-2228-4214 56-2-2206-2355 embajadadecoreaenchile

@gmail.com

15 Colombia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olombia 571-616-7200 571-610-0338 embacorea@mofa.go.kr

16 Dominican 
Republic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Dominican Republic 1-809-482-6505 1-809-482-6504 embcod@mofa.go.kr

17 DR Congo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DR Congo 243-1-503-5001~4 243-1-505-0005 amb-congo@mofa.go.kr

18 Ecuador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Ecuador

593-2-290-9227 ~ 
9229 593-2250-1190 ecuador@mofa.go.kr

19 Egypt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Egypt 20-2-3761-1234~7 20-2-3761-1238 egypt@mofa.go.kr

20 El Salvador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El Salvador 503-2263-9145 503-2263-0783 embcorea@mofa.go.kr

21 Equatorial 
Guinea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Equatorial Guinea 240-333-890-775 malabo@mofa.go.kr

22 Ethiopia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Ethiopia 251-11-3-72-81-11~14 251-11-3-72-81-15 ethiopia@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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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untry Office Phone Fax Email

23 Fiji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Fiji 679-330-0977 679-330-8059 korembfj@mofa.go.kr

24 Gabon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abon 241-0173-4000 241-0173-9905 gabon-ambcoree@mofa.

go.kr

25 Georgia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eorgia 995-32-297-03-18; 20 995-32-242-74-40 georgia@mofa.go.kr

26 Ghana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hana 233-30-277-6157 233-30-277-2313 ghana@mofa.go.kr

27 Guatemala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uatemala 502-2382-4051 502-2382-4057 korembsy@mofa.go.kr,  

embcor.gt@mofa.go.kr

28 India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ndia 91-11-4200-7000 91-11-2688-4840 india@mofa.go.kr

29 Indonesia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ndonesia 62-21-2967-2555 62-21-2967-2556

, 2557 koremb_in@mofa.go.kr

30 Iran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ran 98-21-8805-4900~4 98-21-8805-4899 emb-ir@mofa.go.kr

31 Japan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Japan 81-3-6400-0643 81-3-3452-7426 education_jp@mofa.go.kr

32 Jordan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Jordan 962-6-593-0745~6 962-6-593-0280 jordan@mofa.go.kr

33 Kazakhstan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lmaty 7-727-291-0490 7-727-291-0399 almakorea@mofa.go.kr

34 Kenya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Kenya 254-20-361-5000 254-20-374-1337 emb-ke@mofa.go.kr

35 Kyrgyz 
Republic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Kyrgyz Republic 996-312-579-771 996-312-579-774 korea.kg@gmail.com

36 Laos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aos 856-21-352-031~3 856-21-352-035 laos@mofa.go.kr

37 Malaysia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Malaysia 603-4251-2336 603-4252-1425 korem-my@mofa.go.kr

38 Mexico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Mexico 52-55-5202-9866 52-55-5540-744

6 embcoreamx@mofa.go.kr

39 Moldova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Ukraine 380-44-246-3759; 61 380-44-246-3757 koremb@mofa.go.kr

40 Mongolia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Mongolia 976-7007-1020 976-7007-1021 kormg@mofa.go.kr

41 Morocco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Morocco 212-537-75-1767 212-537-75-0189 morocco@mofa.go.kr

42 Mozambiqu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Mozambique 258-21-495-625 258-21-495-638 embassy_mz@mofa.go.kr

43 Myanmar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Myanmar 95-1-527-142 95-1-513-286 myanmar@mofa.go.kr

44 Nepal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Nepal 977-1-427-0172 977-1-427-2041 konepemb@mofa.go.kr

45 Nigeria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Nigeria 234-9-461-2701 234-9-461-2702 emb-ng@mofa.go.kr

46 Pakistan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Pakistan

92-51-227-9380~1;  
5~7 92-51-227-9391 pakistan@mofa.go.kr

47 Panama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Panama

5 0 7 - 2 6 4 - 8 2 0 3 ;   
8360 507-264-8825 panama@mofa.go.kr

48 Paraguay Embassy of the Republic 595-21-605-606;   595-21-601-376 paraguay@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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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untry Office Phone Fax Email
of Korea in Paraguay 401; 419

49 Peru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Peru 51-1-632-5000 51-1-632-5010 peru@mofa.go.kr

50 Philippines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Philippines 63-2-856-9210 63-2-856-9008 philippines@mofa.go.kr

51 Poland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Poland 48-22-559-2900~04 48-22-559-2905 koremb_waw@mofa.go.kr

52 Russia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Russia 7-495-783-2727 7-495-783-2777;  

 2797 embru@mofa.go.kr

53 Rwanda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Rwanda 250-252-577-577 250-252-572-127 koremb-rwanda@hotmail

.com

54 Senegal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enegal 221-33-824-0672 221-33-824-0695 senegal@mofa.go.kr

55 Singapor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ingapore 65-6256-1188 65-6254-3191 korembsg@mofa.go.kr

56 Sri Lanka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ri Lanka 94-11-269-9036~8 94-11-269-6699 korembsl@mofa.go.kr

57 Sudan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udan 249-1-8358-0031~2 249-1-8358-0025 sudan@mofa.go.kr

58 Sweden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weden 46-8-5458-9400 46-8-660-2818 koremb.sweden@mofa.go.kr

59 Tajikistan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ajikistan

992-44-600-2114;  
9116 992-37-224-6142 tajik@mofa.go.kr

60 Tanzania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anzania 255-22-211-6086~8 255-22-211-6099 embassy-tz@mofa.go.kr

61 Thailand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ailand 662-247-7537∼9 662-247-7535 koembth@mofa.go.kr

62 Timor-Lest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imor-Leste 670-332-1635 670-332-1636 koreadili@mofa.go.kr

63 Trinidad   
and Tobago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rinidad and Tobago

1-868-622-9081;   
1069 1-868-628-8745 tr inidad@mofa.go.kr ,   

koremb.tt@gmail.com

64 Turkey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urkey 90-312-468-4822 90-312-468-2279 turkey@mofa.go.kr

65 Turkmenistan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urkmenistan 993-12-94-72-86~8 993-12-94-72-89 korembtm@mofa.go.kr

66 Uganda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Uganda 256-414-500-197~8 256-414-500-199; 

256-781-354-605 emb.kampala@mofa.go.kr

67 Ukrain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Ukraine 380-44-246-3759; 61 380-44-246-3757 koremb@mofa.go.kr

68 Uruguay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Uruguay 598-2628-9374~5 598-2628-9376 koemur@mofa.go.kr

69 Uzbekistan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Uzbekistan 998-71-252-3151~3 998-71-140-0248 uzkoremb@mofa.go.kr

70
Venezuela
(Guyana, 
Surinam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Venezuela 58-212-954-1270 58-212-954-0619 venezuela@mofa.go.kr

71 Vietnam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Vietnam 84-4-3831-5110~6 84-4-3831-5117 korembviet@mofa.go.kr

72 Yemen
Korean Embassy, P.O.Box 
94399, Riyadh 11693, Saudi 
Arabia (Temporary Office)

'966-11-488-2211 yemen@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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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  Contacts of Universities Staff(Embassy Track)

No. TYPE University Department
Phone Fax

E-mail address
(Country Code: 82)

1 A
Ajou  University InternationalAdmission 31-219-3520 31-219-2924 jychoi@ajou.ac.kr

Ajou University InternationalAdmission 31-219-2170 31-219-2924 julee@ajou.ac.kr

2 B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ternational  Student 

Support Team 51-509-5322 　 shzon@bufs.ac.kr

3 B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62-530-5345 62-530-1269 yjroh@jnu.ac.kr

4 A

Chung-Ang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2-820-6117 2-813-8069 ba@cau.ac.kr

Chung-Ang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2-820-6574 2-813-8069 ba@cau.ac.kr

Chung-Ang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2-820-6123 2-813-8069 ba@cau.ac.kr

5 B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Services 43-261-3841 43-268-2068 minhakim@cbnu.ac.
kr

6 B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Ofiice of International 

Affaris 42-821-8825 42-821-5125 okcnu@cnu.ac.kr

7 B Daegu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53-850-5686 53-850-5689 pdw2892@daegu.ac

.kr

8 B Daejeon University Institute  of Intenational 
Affairs 42-280-2124 42-282-8533 ssamuel@dju.kr

9 B Dong-A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51-200-6442 51-200-6445 bk1016@dau.ac.kr

10 A Dongguk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2-2260-3440 2-2260-4945 kgsp@dongguk.edu

11 B
Dongseo University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0)51-320-2746 (0)51-320-20
94

junhohan@gdsu.don
gseo.ac.kr

Dongseo University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0)51-320-2746 (0)51-320-20

94
junhohan@gdsu.don

gseo.ac.kr

12 A
Duksung Women's 

University
Internaitonal  Affairs 2-902-9151 2-991-0589 mjkim0418@duksun

g.ac.kr

13 A Ewha Womans University International  Student 
Affairs Team 2-3277-6988 2-3277-7175 shee@ewha.ac.kr

14 B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  l External 

Cooperation 55-772-0274 55-772-0269 jmk92@gnu.ac.kr

15 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Office  of International 
Admissions & 
Management

2-2173-2065 2-2173-2877 wonilki85@hufs.ac.k
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Office  of International 
Admissions & 
Management

2-2173-2065 2-2173-2877 wonilki85@hufs.ac.k
r

16 B Hannam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Relations 42-629-7739 42-629-7779 hnueng@hnu.kr

17 A Hanyang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2-2220-2445~2
448 2-2220-1798 adminugrd@hanyan

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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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YPE University Department
Phone Fax

E-mail address
(Country Code: 82)

18 B Hoseo University International  affairs team 41-540-9522 41-540-9718 jihyekim@hoseo.ed
u

19 A Inha University International  Admissions 
Team 32-860-8252 32-863-2930 bowon@inha.ac.kr

20 B Inje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55-320-3605 55-333-5208 lala903@inje.ac.kr

21 B Jeju Nationl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64-754-8243 64-754-8247 intl1@jejunu.ac.kr

22 B Jeonbuk National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2-3668-1483 63-270-2099 kgsp@jbnu.ac.kr

23 B

KangwonNationalUniversity
(Samcheok·DogyeCampu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33-570-6891 33-570-6308 applyknu@kangwon

.ac.k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Campu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33-250-7194 33-259-5522 intn1947@kangwon.

ac.kr

24 B Keimyung University International  Cooperation 
Team 53-580-6557 53-715-2015 minseek@kmu.ac.kr

25 B Kongju National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41-850-0862 41-850-8058 yshan0609@kongju.

ac.kr

26 A Konkuk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2-2049-6208 2-2049-6214 kgsp@konkuk.ac.kr

27 B Konyang University International  Affairs 41-730-5133 41-730-5383 kyuintl@konyang.ac
.kr

28 A Kookmin University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2-910-5835 2-910-5830 enterkmu@kookmin.

ac.kr

29 A Korea University International  Education 
Team 2-3290-5155 2-922-5820 hop0526@korea.ac.

kr

30 B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External  Affairs Team 41-560-2505,  

1025 41-560-2509

hj_kim@koreatech.a
c.kr

dhankim@koreatech
.ac.kr

31 A
Kyung Hee University Division  of Global 

Admissions 2-961-9286~7 2-961-2230 gks_adm@khu.ac.kr

Kyung Hee University Division  of Global 
Admissions 31-201-3961~5 31-201-3969 ciss_gc@khu.ac.kr

32 B
Kyungpook Nationl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53-950-2433 53-950-2419 kgsp@knu.ac.kr

33 B
National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51-410-5176 51-401-0701 iadm@kmou.ac.kr

34 B Pai Chai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nd External Affairs 42-520-5243 70-4850-830

6 intl@pcu.ac.kr

35 B Pukyong National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51-629-6846 51-629-6910 sshin@pknu.ac.kr

36
B Pusan National University PNU  International 51-510-3856 51-510-3851 gksapply@pusan.ac

.kr 

B Pusan National University PNU  International (UIC 51-510-3636 51-510-3851 gksapply@pusan.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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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YPE University Department
Phone Fax

E-mail address
(Country Code: 82)

only) .kr 
37 B SemyungUniversity InternationalAffairs 43-649-1182 43-644-7177 intl@semyung.ac.kr

38 A Seokyeong University GKS  Korean Language 
Program 2-940-2958 2-940-2959 skugks@skuniv.ac.k

r

39 A Seoul National University Office  of Admissions 2-880-6971 2-873-5021 snuadmit2@snu.ac.
kr

40 A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fiice  of International 

Affairs 2-970-9216 2-970-9229 admission@seoultec
h.ac.kr

41 A Shinhan University International  Affairs 31-870-3823 31-870-3829 jhpark@shinhan.ac.
kr

42 B Silla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51-999-5514 51-999-5759 isyun@silla.ac.kr

43 A Sogang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2-705-8268 2-705-8060 mwlee@sogang.ac.

kr

44 A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2-710-9817 2-710-9285 admission@sm.ac.k
r

45 B Soonchunhyang University Office  of Global 
Education & Exchange 41-530-1305 41-530-1381 elina@sch.ac.kr

46 B Sun Moon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41-530-2074 41-530-2075 istudent@sunmoon.

ac.kr

47 B Suncho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International Affairs and 
Education

61-750-3147 61-750-3149 411024@scnu.ac.kr

48 A

Sungkyunkwan University Admissions  Office 2-760-1357 2-760-1350 chj0216@skku.edu

Sungkyunkwan University Admissions  Office 2-760-1377 2-760-1350 sarah0807@skku.ed
u

Sungkyunkwan University Admissions  Office 2-760-1357 2-760-1350 chj0216@skku.edu

Sungkyunkwan University Admissions  Office 2-760-1377 2-760-1350 sarah0807@skku.ed
u

49 A Sungshin Women's Univ.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2-920-7753 　 global@sungshin.ac

.kr

50 A Tech University of Korea 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 31-8041-0799 31-8041-079

5
hyunjune5@tukorea.

ac.kr

51 A
UNIST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dmissions  team 52-217-1127 52-217-1129 adm-u@unist.ac.kr

52

A University of Seoul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ducation

2-6490-6663 2-6490-6664 iice-under@uos.ac.k
r

A University of Seoul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ducation

2-6490-6663 2-6490-6664 iice-under@uos.ac.k
r

53 B Yeungnam University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53-810-7886 053-810-470

2 jwbaek@yu.ac.kr

54 A Yonsei University Office  of Admissions 2-2123-3225 　 ysadms@yonsei.ac.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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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  Contacts of Universities Staff(Univ. Track)

◦ Regional University

No. University Department
Phone Fax

E-mail address
(Country Code: 82)

1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ternational  Student 

Support Team
51-509-5322 　 shzon@bufs.ac.kr

2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62-530-5345 62-530-1269 yjroh@jnu.ac.kr

3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Services 43-261-3841 43-268-2068
minhakim@cbnu.a

c.kr

4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Ofiice of International 
Affaris

42-821-8825 42-821-5125 okcnu@cnu.ac.kr

5 Daegu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53-850-5686 53-850-5689 pdw2892@daegu.a
c.kr

6 Daejeon  University
Institute  of Intenational 

Affairs 42-280-2124 42-282-8533 ssamuel@dju.kr

7 Dong-A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51-200-6442 51-200-6445 bk1016@dau.ac.kr

8

Dongseo  University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51-320-2746 51-320-2094 junhohan@gdsu.do
ngseo.ac.kr

Dongseo University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51-320-2746 51-320-2094 junhohan@gdsu.do
ngseo.ac.kr

9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  l External 

Cooperation 55-772-0274 55-772-0269 jmk92@gnu.ac.kr

10 Hannam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Relations 42-629-7739 42-629-7779 hnueng@hnu.kr

11 Hoseo  University International  affairs 
team

41-540-9522 41-540-9718 jihyekim@hoseo.e
du

12 Inje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55-320-3605 55-333-5208 lala903@inje.ac.kr

13 Jeju  Nationl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64-754-8243 64-754-8247 intl1@jejunu.ac.kr

14 Jeonbuk  National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2-3668-1483 63-270-2099 kgsp@jbnu.ac.kr

15

KangwonNationalUniversity
(Samcheok·DogyeCampu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33-570-6891 33-570-6308 applyknu@kangwo
n.ac.k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Campu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33-250-7194 33-259-5522 intn1947@kangwo
n.ac.kr

16 Keimyung  University
International  

Cooperation Team 53-580-6557 53-715-2015
minseek@kmu.ac.

kr

17 Kongju  National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41-850-0862 41-850-8058
yshan0609@kongj

u.ac.kr

18 Konyang  University International  Affairs 41-730-5133 41-730-5383 kyuintl@konyang.a
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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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ociate Degree

No. University Department
Phone Fax

E-mail address
(Country Code: 82)

19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External  Affairs Team 41-560-2505,  

1025
41-560-2509

hj_kim@koreatech.
ac.kr

dhankim@koreatec
h.ac.kr

20 Kyungpook  Nationl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53-950-2433 53-950-2419 kgsp@knu.ac.kr

21
National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51-410-5176 51-401-0701 iadm@kmou.ac.kr

22 Pai  Chai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nd External Affairs 42-520-5243 70-4850-8306 intl@pcu.ac.kr

23 Pukyong  National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51-629-6846 51-629-6910 sshin@pknu.ac.kr

24
Pusan  National University PNU  International 51-510-3856 51-510-3851 gksapply@pusan.a

c.kr 

Pusan National University
PNU  International (UIC 

only) 51-510-3636 51-510-3851
gksapply@pusan.a

c.kr 

25 SemyungUniversity InternationalAffairs 43-649-1182 43-644-7177
intl@semyung.ac.k

r

26 Silla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51-999-5514 51-999-5759 isyun@silla.ac.kr

27 Soonchunhyang  University
Office  of Global 

Education & Exchange 41-530-1305 41-530-1381 elina@sch.ac.kr

28 Sun  Moon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41-530-2074 41-530-2075 istudent@sunmoon
.ac.kr

29 Suncho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International Affairs and 
Education

61-750-3147 61-750-3149
411024@scnu.ac.k

r

30 Yeungnam  University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53-810-7886 53-810-4702 jwbaek@yu.ac.kr

No. University Department
Phone Fax

E-mail address
(Country Code: 82)

1 Kyungbok  University Dept of  International 
Affairs

31-570-9880 　 jkahn@kbu.ac.kr

2

Osan  University International  Affairs 
Center

31-371-7420 31-371-7422 boram253@osan.ac.kr

Osan  University
International  Affairs 

Center 31-371-7421 31-371-7422 hjkim@osan.ac.kr

Osan  University Admission 31-370-2525 31-370-2881 psm74@osan.ac.kr

Osan  University Admission 31-370-2528 31-370-2881 kth@osan.ac.kr

3 Yeungjin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53-940-5632 53-940-5628 hazel1993@yj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