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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학 Enrollment/Scholarships>
1. 등록(Enrollment): 2월, 8월 (February, August)
가. 정규등록: 포털사이트에서 고지서 출력해서 납부
(Regular enrollment: Check your tuition bill from school portal site and pay before the deadline.)
1) 분할납부 신청은 1월, 7월 중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하니 기간을 지켜서 신청
(The application for partial payment is announced on the graduate school website in January and July.
Please follow the period)
나. 연구등록: 졸업자격시험이나 논문을 위해 별도로 등록 (석사 15만원, 박사 30만원)
(Research enrollment: Master’s 150,000won, Doctorate 300,000won)
1) 수료 후 비자연장 시 필수이며, 출입국서식 “논문 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필요
(For extend your visa, It’s necessary process, and need to prepare form of “Confirmation Form
for Faculty Advisor on a Student’s Thesis Schedule” from Immigration office.)
2) 토픽 4급 취득을 위한 비자연장은 불가능하니, 졸업 이전에 토픽 4급을 제출해야 하는 학생들은
학기 중 필수로 제출할 것 (한국어트랙)
(For “Korean Track” students → It is impossible to extend the visa to obtain the up to TOPIK
level 4 for your graduation. Students who need to obtain a up to TOPIK level 4 to graduate
must obtain it during the semester)
3) 논문, 졸업시험을 위한 연구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수료생으로 비자만료 출입국 보고함 → 2주
내 출국 또는 비자 변경 필요
(If you do not have research registration for the thesis or graduation exam, we will report to
the immigration for your visa expiration as a completed student → need to leave the country
or change the visa within two weeks.)
<강의 Lecture>
1. 강의(Lecture)
가. 수강신청: 수강신청 기간에 포털사이트에서 신청
(Registration for courses from school portal website, during the period)
나. 필수과목: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인터넷강의), 논문연구I,II 모두 이수(논문 졸업자)
(Essential subjects that should take for graduation: Research Ethics and the Method of Writing
papers (Once_E-class)/ Dissertation research I,II )
<학적변동 Changes in academic record>
1. 휴학(Leave of absence)
가. 휴학신청: 학기마다 포털에서 신청 후 교수님 서명 받고서 대학원교학팀에 휴학원서 제출
(Application: Submit a application to the graduate school office after receiving the professor's
sign, and you need to apply per semester)
1) 석사과정 3개 학기, 박사과정 4개 학기 휴학신청 가능하며 학기마다 신청해야 함
(You can apply for 3 for Master's and 4 for Ph.D semesters, and you must apply per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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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번역학부는 1년마다 신청가능하며, 2번 신청 가능함
(Translation Department can be applied every year and can be applied twice)
나. 휴학 시 D-2비자가 만료되기 때문에 2주 이내 출국해야 함
(D-2 VISA expires when your status on leave of absence, so students must leave of country
within 2 weeks)
2. 복학(Return to school)
가. 복학신청: 학기 시작 전 포털에서 신청 후 교수님 서명 받고서 대학원교학팀에 복학원서 제출
(Application: Submit a application to the graduate school office after receiving the professor's
signature, and you need to apply)
나. 복학 후 등록금을 납부하고,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아 해당 국가에 비자 신청 -> 유학생 담당자에게
반드시 연락
(To apply for a visa to the country after submit the returning to school application, paying tuition
and receiving a standard admission certification from graduate office. -> Important to contact to
the Manager of International Students)
3. 제적(Expulsion)
가. 휴학기간 초과 후 복학하지 않거나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제적처리
(In case of not returning to school after the period of a leave of absence or not paying tuition
within a given period)
<졸업자격시험, 논문 For Graduation/ Graduate Qualification Examination and Thesis>
1. 졸업자격시험 Graduation Examination (전공시험Major examination, 외국어(영어)시험 English Examination)
가. 시험신청: 응시할 학기 신청기간에 대학원교학팀에 신청서 제출_매 학기 초)
(Apply: Submit an application to the graduate school office during the period _Start of semester)
나. 시험비: 등록금 납부할 때 함께 납부 (2학기 차 일괄 납부 석사 과목당 1만원, 박사 과목당 2만원)
(Fee: pay with tuition whithin the registration period, Master:10,000won, Doctorate 20,000won per subject
in student’s 2nd semester)
다. 전공시험: 석사 3과목, 박사 4과목 졸업 전까지 필수 응시
(Examination: Master 3 Subject, Doctorate 4 Subject before the graduation)
라. 외국어(영어)시험의 경우 영어트랙 학생도 시험을 봐야 함
(English Examination: English track students also need to take)
1) 외국어시험 대체할 수 있는 경우: 토플(PBT 520, CBT 190, IBT 68이상), 토익 650이상, TEPS 533
이상으로 외국어성적증명서와 “외국어시험 대체 신청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함.
(Alternative to the English examination need to submit “외국어시험 대체 신청서” documents
and English certificate: TOEFL PBT 520, CBT 190, IBT 68, TOEIC 650, TEPS 533 or higher than)
2) IELTS로는 외국어시험을 대체 할 수 없음
(For IELTS can not be irreplace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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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어 논문 작성 시 외국어시험 대체 신청이 가능하며, 지도교수 서명 필수
(If students prepare their thesis for graduation by English, It can be alternative and need to get
professor’s confirmation and submit application )

2. 논문심사(Evaluation of a thesis)
가. 심사신청: 신청기간에 대학원교학팀에 신청서 제출
(Submit an application to the graduate school office during the application period)
나. 심사비: 신청 시 납부하며 석사 30만원, 박사 50~70만원
입금 후 납입 증빙자료 함께 제출
(Fee: Pay within a given period, and please submit provement of your payment)
(Master: 300,000won, Doctorate: 500,000~700,000won)
다. 논문심사 절차:

지도교수 선임(2nd semetser) 2 학기 차 학생 선임 -> 논문작성 계획 -> 논문심

사 신청 -> 논문심사 -> 결과제출
(Students who is 2nd semester, need to appoint the advisor, and submit the form of plan the
thesis, apply for the defence -> Defence -> Submit the result)
* 일정은 학사일정을 꼭 참고해주세요.
For the schedule, please refer to the Academic Schedule in the Office or the website of Graduate
School.
<비자/보험 Visa / Insurance>
1. 비자(Visa)
가. 비자연장: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사무소 예약 후 방문 신청
(Extend Visa: Prepare the documents and make a reservation to the immigration office-> Visit)
1) 재학생 연장 필요서류: 사무실 방문 (Please visit the graduate office)
2) 수료생 연장 필요서류: 사무실 방문 (Please visit the graduate office)
3) 만료 3개월 이전부터 가능 (Available 3 months prior to expiration)
나. 여권(Passport)
1) 여권 만료일 항상 확인할 것
(Please check your expiration date of passport)
2) 갱신 후 출입국 사무소에 14일이내 신고해야 함, 신고하지 않으면 학생 본인에게 과태료 부과
(After renew your passport, you need to report to the immigration office, If do not, impose a
fine on the student himself)
3) 여권 갱신 후 대학원교학팀에 방문하여 여권 사본 제출할 것 (사무실에서 함께 만료일 체크 가능)
(After passport renewal, visit graduate school faculty to submit a copy of passport (you can
check expiration date together at the office)
2. 보험(Insurance)
- 4 -

가. 외국인 유학생은 보험 가입 필수 (유학생단체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
(International Students must get the health insurance)
나. 보험료는 학기 초에 납부하며 금액은 성별, 나이에 따라 모두 다름
(For the fee of Insurance it is different depends on gender, age, etc)

다. 보험료 청구: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보험 사이트, 메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직접 신청
1) 보험료 청구 필요서류
- 진단서 (Medical Certificate)
- 병원 영수증 (Hospital Receipt)
- 외래 진단비 (Outpatient Fee Receipt)
- 약국 영수증/처방비 (Pharmacy Receipt/ Prescription Receipt)
- 외국인등록증 사본 (Alien id Card Copy)
- 통장사본 (Bankbook Copy)
- 입원치료 시 입원치료비 세부내역서 (If you got a Hospitalization, need to submit Inpatient
treatment fee details)
2) 본인의 보험 증명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www.fstudent.kr
- ID: 학번 , Password: 생년월일6자리
- ID: Students number, Password: yy.mm.dd (Birthday)
3) 보험료 서류 제출처(Submission)
- 이메일: sy@fstudent.kr, kj@fstudent.kr
- 카카오톡: 카카오톡 id “외국인유학생보험”
<기타 안내사항 Other Informations>
1. 기타 안내사항 Other Informations
가. 변경방법: 포털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수정 메뉴 -> 본인의 계좌, 연락처, 메일주소 변경사항 발생
시 업데이트 해야 함
(Change your personal information from poral website -> Account, Contact, email address,
please update when any changes happen)
나. 주소 변경 시 10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반드시 변경신고 해야 함
(If there is changes of address, student should report to the immigration office within 10 days)
다. 여권정보 변경 시 14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반드시 신고 해야 함
( If you extend your passport or If there is change of your passport, student should report to the
immigration office within 14days)
라. 시간제취업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시간체 취업 확인서 양식을 준비하고, 유학생 담당자의 서명
을 받은 후 출입국 허가를 꼭!!!! 받아야 함 (위반 시 바로 출국 명령)
(When working part-time prepare a part-time job certificate form, and after obtaining the
signature of the person in charge of international students, make sure to give immigration
permission!! Must be received (in case of violation, an immediate departure order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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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마. TOPIK 4급 미취득으로 인한 수료는 비자 연장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졸업 전 반드시 TOPIK 4
급 필수로 제출 (영어트랙 제외)
(Required to get TOPIK 4 before end of course for graduation, You can’t extend your visa for the
reason of getting TOPIK 4 for your graduation _exception for English Track)
바. 대학원 주요 공지사항: 정기적으로 대학원 홈페이지 확인
(Refer to notices on graduate school website regularly _ www.graduate.sunmoon.ac.kr )
사.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F비자 취득) 시 대학원 사무실 방문해서
유학생 담당자에게 공지
(Please notify to graduate office → Reissue the alien registration card, extend the duration of
stay, qualification for stay (acquisition of F visa))

<담당자 안내 Person in Charge of International Students>
대학원교학팀 허지은 선생님 (Jieun Hur)
041-530-2605
jieunh92@sunmoon.ac.kr
gradschool@sunmo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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