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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3. 02. 08.(수) 10:00

~ 
2023. 02. 10.(금) 17:00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 접수는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공구술
시험 및
면접

2023. 2. 13.(월)
~ 2023. 2. 14.(화) 

기간 중 학과별 지정 일시

• 소집장소 : 해당 학과 사무실
• 학과별 장소 및 시간 : 대학원 홈페이지 별도 안내 예정
• 신분증 지참
•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 됨

실기시험
(음악학과)

2023. 2. 13.(월)
~ 2023. 2. 14.(화) 

기간 중 학과별 지정 일시

• 음악학과 실기실 : 별도안내
•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 됨

전형료

• 석사과정: 50,000원
(음악학과: 100,000원)

• 박사과정: 70,000원
• 석·박사통합과정: 70,000원

• 계좌 : 국민은행 918001-01-167118 (예금주: 배재대학교)
※ 원서접수 확인 후 지원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

합격자
발표

2023. 2. 17.(금) 예정
•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http://graduate.pcu.ac.kr)

※ 개별통보 하지 않음

등록금
고지서

2023. 2. 17.(금) 예정 • 합격자 조회 화면에서 직접 출력

합격자등록 2023. 02. 21.(화) ~ 02. 23.(목)
17:00 까지

• 국민은행 전 지점

예비후보
충원 및

등록기간
추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 합격자 조회 화면에서 직접 출력

• 국민은행 전 지점

서류제출
주소

내국인 : (3534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배재대학교) 대학원 교학팀
원서접수 담당자 앞

외국인 : (3534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배재대학교) 국제학생교류팀
원서접수 담당자 앞

※ 위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고사장 안내,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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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집인원

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비고

일반과정 33명 23명 -

학·연·산 협동과정 3명 2명 -

※ 추가모집 합격자 등록여부에 따라 모집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 학‧연‧산 협동과정의 석‧박사통합과정은 선발하지 않음

※ 정원외 전형은 학위과정에 따라 신(편)입학 인원제한 없음

1 신입학

2 편입학

구분 석사과정 비고

일반과정 22명 -

2023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편)입학 2차 추가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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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집학과

계열 학과
모집구분

전공
석사 박사

인문사회

한국어교육학과 O O 한국어교육학, 현대문학

영어영문‧TESOL영어교육과 O O 영어영문‧TESOL영어교육

동아시아학과 O O 동북아경제통상

유아교육과 O O 유아교육

경영학과 O O 경영학

국제통상학과 O O 국제통상학

전자상거래학과 O O 전자상거래학

관광축제문화유산경영학과 O O 관광축제문화유산경영학

경찰법학과 O O 경찰법학

행정학과 O O 행정학

컨설팅학과 O O 컨설팅학

여가서비스스포츠학과 O O 여가서비스스포츠학

복지신학과 O O 복지신학

상담심리학과 - O 상담심리학

자연과학

생명과학과 O O 생명과학

원예조경학과 O O 원예학, 조경학

간호학과 O - 간호학

공 학

재료공학과 O O 재료공학

컴퓨터공학과 O O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과 O O 정보통신공학

전기전자공학과 O O 전기전자공학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O O 게임멀티미디어공학

건설환경‧철도공학과 O O 건설환경‧철도공학

사이버보안학과 O O 사이버보안학

예‧체능
음악학과 O - 음악학

미술학과 O - 미술학

1 일반과정

2023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편)입학 2차 추가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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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는 모집과정 또는 모집인원 없음

※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석‧박사통합과정 5년임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정원에 해당하며, 4명 이내로 선발함

※ 대학원은 주간수업이 원칙이며, 일부 학과의 경우 특성상 야간에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 세부사항은

학과에 문의 요망

※ 외국인은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정원 외로 선발함

※ 석‧박사통합과정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학위를 최종 목표로 하는 자가 석사과정에 입학한 후 석사학위 논문 제출 및 박사과정 입학전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박사과정에 진입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함

§ 교육과정 :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하지 않고 각 학위과정 및 이수연한을 이수함

§ 통합과정 중단에 대한 조치 : 과정이수 중 중단하는 경우 석사학위 이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통합과정

을 종결할 수 있음

2023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편)입학 2차 추가 모집요강

계열 학과
모집구분

전공
석사 박사

자연과학
생명과학과 O O 생명과학전공

원예조경학과 O O 원예학전공, 조경학전공

공학

컴퓨터공학과 O O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과 O O 정보통신공학전공

사이버보안학과 O O 사이버보안학전공

2 학 · 연 · 산 협동과정

※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임

※ 대학원은 주간수업이 원칙이며, 일부 학과의 경우 특성상 야간에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 세부사항은

학과에 문의 요망

※ 외국인은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정원 외로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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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원자격

가 신입학

1) 석사학위과정

가) 공통 자격

(1) 국내·외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 2. 취득 예정자

(2) 관련 법령에 의하여 (1)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학 · 연 · 산 협동과정 : 해당 연구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박사학위과정

가) 공통 자격

(1) 국내·외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 2. 취득 예정자

(2) 관련 법령에 의하여 (1)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학 · 연 · 산 협동과정 : 해당 연구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1 일반전형(정원 내)

나 편입학(석사과정에 한함)

1) 2학기 편입 : 타 대학원의 석사 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단, 동일 계열의 학과 또는 전공자에 한함)

2) 3학기 편입 : 타 대학원의 석사 학위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단, 동일 계열의 학과 또는 전공자에 한함)

2023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편)입학 2차 추가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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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학위과정

가) 국내 · 외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 2. 취득 예정자

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가) 항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 2. 취득 예정자

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가) 항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2학기 편입 : 타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단, 동일 계열의 학과 또는 전공자에 한함)

2) 3학기 편입 : 타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단, 동일 계열의 학과 또는 전공자에 한함)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생

2) 북한이탈주민 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 어학능력증명서 제출

2) TOEFL 530점, CBT 197점, IBT 71점, IELTS 5.5점, CEFR B2, TEPS 600점(New TEPS 326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

의 국가공인 영어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한 자 : 어학능력증명서 제출

※ TOPIK 2급 이하인 자는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 한국어 이수하여야 함(1년 비용 2,400,000원)

2 정원 외

가 신입학

나 편입학

다 공통 지원자격(석사과정·박사과정 동일)

어학능력자격 관련 안내(외국인 해당자)라

2023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편)입학 2차 추가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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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형방법

모든 지원자는 전공구술․면접시험에 임해야 하나 해외취업자 및 유학생 등 국외거주자, 또는 천재지변, 질병 및 상해

치료로 인한 입원 등으로 직접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전화 또는 화상 면접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구분
점 수

총점 비고전공구술
면접 서류심사 전공실기

석사과정 80 20 - 100

심사위원 3인

개별점수
석사과정(음악학과) 80 20 100 200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80 20 - 100

가. 정확성 : 답변의 정확성

나. 논리성 : 답변 전개의 논리성

다. 관심도 : 전공에 대한 관심도

라. 지식 : 전공에 대한 지식수준

마. 이해도 : 질문에 대한 이해정도

바. 동일계열여부 : 하위학위과정과 동일계열 전공일치여부

사. 기타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가. 심사위원 3인의 평균점수가 석사과정 60점, 박사과정 70점, 석·박사통합과정 70점 이상일 경우

(음악학과: 전공구술 및 서류심사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고, 전공실기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나. 전공구술 및 면접시험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1 전공구술·면접시험 및 서류심사

2 점수 배점

3 평가 방법

4 합격 기준

2023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편)입학 2차 추가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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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순위) 총점 순

나. 2순위) 전공·구술·면접시험 총점 순

다. 3순위) 전일제 학생 지원자

라. 4순위) 하위학위과정의 평점 평균점수

마. 5순위) 하위학위과정의 취득학점 수

※ 석·박사통합과정이 5순위가 적용될 경우에는 박사과정 지원자를 우선함

가. 음악학과 지원자 : 서류심사, 전공·구술면접, 실기시험 실시

나. 미술학과 지원자 : 면접 시 포트폴리오 지참

실기시험(음악학과)

구 분 과 제 명

피아노
1. 고전시대 소나타 빠른악장 1곡

2. 낭만파 또는 현대시대 자유곡 1곡

실용

음악

보컬

자유곡 2곡(실용음악 영역에서 스타일이 다른 곡)

건반

드럼

베이스

기타,

클래식기타

관·현악기

작곡

1. 공통 : 본인이 작곡하거나 녹음한 음반 또는 음원의 제작과정과 해설이 첨부된 포트폴리오 당일

제출(2곡)

2. 심층면접 : 각 전공 음악이론 전반적인 구술 테스트 및 현장시연

※ 공통 주의사항

1. 심사위원의 요구에 따라 추가 테스트가 있을 수 있음

2. 반주자 대동 가능 또는 USB와 CD만을 통한 MR사용 가능

5 합격자 정원 초과 시 심사결정 기준

6 예·체능계 추가사항

2023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편)입학 2차 추가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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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출서류

학위과정 제출 서류

석사, 석·박사 통합

- 입학원서 1부
- 학업계획서 1부
- 학사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학사 성적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박사

- 입학원서 1부
- 학업계획서 1부
- 석사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석사 성적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 공통

2 추가 제출서류

대상자 추가 제출 서류

외국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정보증서류‡

- 어학능력증명서(TOPIK 또는 공인영어인증시험)

(자격 취득자에 한함-필수사항 아님)

직장 재직자(박사과정) - 재직증명서(정책장학금 해당자)

학·연·산 협동과정 - 연구소 추천서(연구소 양식)

※ 성적 및 졸업증명서 원본 제출(3개월 이내 발급 분)

- 편입학 경력이 있는 경우 편입 전·후 대학 성적증명서도 제출

※ 사진파일 별도 제출(paichaig1@pcu.ac.kr)

2023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편)입학 2차 추가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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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원본을 제출(또는 제시)해야 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번역 공증서류를 첨부해야 함

나 * 외국대학(원) 출신자는 아래의 방법 중 택일하여 영문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명서) 및 영문 성적증명서를 제출

1)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2) 주재국 재외공관(한국영사관 또는 대사관) 또는 주한 자국공관에서 받은 영사 확인서

3) 중국의 경우 China Academic Degrees & Graduate Education Information (http://www.cdgdc.edu.cn) 에서

Credentials Report(认证报告) 1부 발급

- https://www.chsi.com.cn/en/에서 영문 인증서 1부 추가 제출

(※ 그 외의 학위증명서류는 접수 하지 않음)

다. †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은 사본제출하고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국적 확인 용도)

라. ‡ 비자 및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용도로 사용되며 최종 비자 발급까지 동결 되어야 함

<해외 거주 외국인의 경우>

- 재정보증인의 US$18,000 잔고증명서

<한국 거주 외국인의 경우>

- 본교 졸업예정자 : 한국 소재 은행 잔고증명서 (한화 1,100만원 이상)

- 본교 졸업자 및 타교 출신자 : 한국 소재 은행 잔고증명서 (한화 2,200만원 이상)

※ 제출서류 양식 : 대학원 홈페이지(대학원홈페이지 > 게시판 > 서식자료실) 참조

3 유의사항

2023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편)입학 2차 추가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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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등록 및 환불

가. 합격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내 미등록자는 등록포기자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등록 후 등록포기자는 등록포기원(본교 소정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포기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은 우리 대학원의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합니다.

가. 개강전까지 등록포기원을 제출할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반환함

나. 개강일부터 30일 이내 자퇴할 경우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을 반환함(단, 입학금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

다. 환불신청 제출서류

① 등록금 환불신청서(소정 양식)

② 등록금 영수증 원본

1 등록

2 환불

2023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편)입학 2차 추가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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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장학금 혜택

장학금 명칭 석사과정 박사과정 지급 대상 및 내역

RA장학금 수업료50%
이내

수업료50%
이내

-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교수의 연구에 직접 참여하여 소정의 실적을

제출하는 자 (입학 후 선발)

모교장학금 수업료50% -

- 본교 학부 2022년 8월 및 2023년 2월, 8월 졸업(예정)자 중 정원내

입학자는 2023학년도 최초 학기에 한하여 수업료 100%감면

- 석사 이공계열 : 수업료의 70%

외국인장학금 수업료
20%~50%

수업료
20%~50%

- 입학 시 최초 학기 : 50%

- 두 번째 학기 ~ 마지막 학기 : 20%~50%

∙ 50% 감면

· 인문사회계열 TOPIK 4급 이상 취득자, 이공계 및 예체능 TOPIK 3급

이상 취득자

· 영어로 50%이상 수업하는 학과에서 영어성적(TOEFL 530점, CBT

197점, IBT 71점, IELTS 5.5점, CEFR B2, TEPS 600점(New TEPS 326

점))이상 취득자

※ 성적유효기간 없음

∙ 20%: 50%적용 제외자

복지장학금 수업료50% 수업료30%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는 자

※ 석사 이공계열 : 수업료의 70%

자매학교장학금 수업료50% 수업료50%
- 자매결연 고등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 석사 이공계열 : 수업료의 70%

정책장학금 수업료50% 수업료50%
- 국가, 지방직공무원, 초‧중등현직교사(기간제교사 포함) 및 교육행정

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가족회사장학금 수업료50% 수업료50% - 본교 산학협력단 가족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교직원장학금 수업료50% 수업료50%
- 배재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 교직원의 배우자 : 수업료의 60%

학습장려장학금 - 수업료50%
-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이수자 중 정규직에 근무하지 않는 자

※ 박사 이공계열 : 70%

배재장학금 50∼100%,
일정액

50∼100%,
일정액 -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자로서 총장이 추천한 자

외부장학금 일정액 일정액 - 한국장학재단(인문사회. 이공계), 기타

※ 장학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2년) 제출 필수(합격자에 한함)

2023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편)입학 2차 추가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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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기숙사(생활관) 안내

※ 서재필관은 외국인 유학생 전용입니다.

※ 식비는 생활관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비 금액은 공공요금 인상 및 생활관 환경개선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생활관 운영팀 / Tel. 042-520-5229, 5286 / 파이텔A PAU108호

2023학년도 기준

건물명 성별 구분 실수 수용가능인원 관리비(원) 기간 비고

국제
언어

생활관

PAITEL 
A

(여학생)
여

장애인실(2인) 4 8

712

700,000 1개 학기
장애인
전용

2인실(X8실) 136(17) 272 700,000 1개 학기

3인실(X2실) 144(72) 432 650,000 1개 학기

PAITEL 
B

(남학생)
남

장애인실(2인) 4 8

324

700,000 1개 학기
장애인
전용

3인실(X2실) 48(24) 144 650,000 1개 학기

4인실 43 172 600,000 1개 학기

목련관 남 4인실 80 320 320 520,000 1개 학기

집현관 남/여 4인실 59 236 236 520,000 1개 학기

서재필관 남/여 2인실 44 88 88 840,000 1개 학기
외국인

유학생 전용

외부숙소

배재
아트빌

남/여 1인실 17 17 17 240,000 1개 학기
외국인

유학생 전용하늘채 남/여 1인실 21 21 21 250,000 1개 학기

엘리스 남/여 1인실 5 5 5 230,000 1개 학기

합계 605 1,723

※ 상기 금액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매년 변동 될 수 있음

2023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편)입학 2차 추가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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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전공구술시험 및 면접일정

P(21세기관), HM(하워드기념관), AM(아펜젤러기념관), J(자연과학관), MC(미래창조관), 
C(정보과학관), S(소월관), Y(예술관), ZOOM(화상면접)

계열 학과 전공
석사 박사

연락처
일시 장소 일시 장소

인문
사회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학, 현대문학 520-5187

유아교육과 유아교육 722-2532

영어영문·TESOL영어교육과 영어영문·TESOL영어교육 520-5770

동아시아학과 동북아경제통상 520-5188

경영학과 경영학
070-4362-

6149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 520-5345

전자상거래학과 전자상거래학 520-5659

관광축제문화유산경영학과 관광축제문화유산경영학 520-5470

경찰법학과 경찰법학 520-5118

행정학과 행정학 520-5661

컨설팅학과 컨설팅학 520-5345

여가서비스스포츠학과 여가서비스스포츠학 520-5185

복지신학과 복지신학 520-5561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상담심리학 520-5449

자연
과학

생명과학과 생명과학 520-5385

원예조경학과 원예학, 조경학 520-5395

간호학과 간호학 520-5312

공 학

재료공학과 재료공학 520-5390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 520-5408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 520-5443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공학 520-5663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게임멀티미디어공학 520-5689

건설환경‧철도공학과 건설환경‧철도공학 520-5401

사이버보안학과 사이버보안학 520-5030

예‧체능
음악학과 [석사과정] 음악학 (피아노) 520-5425

미술학과 [석사과정] 미술학 520-5430

2023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편)입학 2차 추가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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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지원자 유의사항

1. 원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히 기재하며, 접수 후 수정 또는 취소 불가함

2. 제출서류 내용 중 허위기재, 변조,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 구분 없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3. 원서와 제출서류,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4. 원서접수 시 제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5. 수험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6.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단, 군입대 및 질병휴학은 제외)

7.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원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XIII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가입 안내

Ⅻ 등록금 안내(2023학년도 기준)

학위과정 계 열 입학금 수업료(학기)

석 사

인문사회 775,000 4,100,000

자연과학 775,000 4,859,000

공학, 예체능 775,000 5,229,000

박 사

석·박사통합과정

인문사회 775,000 4,208,000

자연과학 775,000 4,945,000

공학, 예체능 775,000 5,324,000

(단위:원)

대한민국 건강보험법 및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편)입학 2차 추가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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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편)입학 2차 추가 모집 원서접수

2023. 02. 08.(수)~2023. 02. 10.(금)

입학안내 TEL. 042-520-5262, 042-520-5688

대학원 홈페이지 https://graduate.pcu.ac.kr

3534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41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