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AJOU University
■ Address: 206, World cup-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Website: http://grad.ajou.ac.kr, http://gsis.ajou.ac.kr

Ⅰ. Overview of the University

  1. History
    ❍ Graduate School (http://grad.ajou.ac.kr)

1973.  3. Ajou University was established

1981.  3. Graduate School was established (Master course : Mechanical Engineering,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1999.  9.

Selected as the only university in all fields of BK21 Plus Business(Brain Korea 21 Plus)  
 -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Department(Molecular Science and Technology), Specialized Business 

Field(Information Technology), Eight Essential Project Businesses (2 in Electronics, 1 in Mathematics, 3 
in Business Administration, 2 in Neuroscience) 

2018.  4. Master’s: 48 Departments, 494 Admission Capacity, 75 Int’l Students From 28 Countries
Doctoral: 44 Departments, 226 Admission Capacity, 69 Int’l Students From 17 Countries

2020.  4. Master’s: 51 Departments, 494 Admission Capacity
Doctoral: 46 Departments, 226 Admission Capacity

    ❍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ttp://gsis.ajou.ac.kr)

1973.  3. Establishment of Ajou University

1996.  3. Establishment of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2004~Present
First year of KOICA Scholarship for Master’s Program
Currently running 17th KOICA Program in the field of Energy Science Policy

2006.  5. Launched GSIS International Symposium

2013~2015
BEC.AR program(Special program for the training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fessionals funded by 
Argentine Government)

2014~Present Ajou-Suwon Scholarship Program for Master’s Degree

2017.

Establishment of Energy Studies Department
Total of five master’s degree program offered in English
 - International Business, International Trade, NGO Stud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nd 

Energy Studies

2017~2019 KFB(Korea Federation of Banks)-Ajou Banking and Finance Scholarship Program

2020.  8. GSIS has over 1080 Alumni from 79 different countries worldwide

  2. Key Information

∘ In 2020, Joong-ang Ilbo(the most influential Evaluation Indicator in Korea) 
‘Evaluation on Korea University’ ranked No.11

∘ In 2018, Joong-ang Ilbo ‘Diversity Rate of International Students’ ranked No.4  
∘ In 2017, Reuters ‘Asia’s Most Innovative Universities’ ranked No.21
∘ Conducting KGSP for 11 years since 2008
∘ 18,385 students(As enrolled students in 2018, 13,688 Undergraduates, 4,697 Graduates)
∘ 895 international students from 65 countries(564 Undergraduates, 331 

Graduates)
∘ Collaborative Partnerships with 315 Universities in 66 countries
∘ 400 exchange students per year (incoming and outgoing, respectively)
∘ Having a International Level Hospital certified by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JCI)
∘ 30 minutes by subway from Gangnam

http://grad.ajou.ac.kr
http://gsis.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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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cademics 

  1. Academic Programs

    ❍ Graduate School (http://grad.ajou.ac.kr)

    ❍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ttp://gsis.ajou.ac.kr)

  ※ If the applicants’ country uses English as mother tongue or an official language, applicants can substitute certificate 
of higher education with English as a medium of instruction for official language score.

Division Department Major Language MD PhD Remarks

Engineering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Network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Network Korean/English O O

Computer Engineering Computer Engineering Korean/English O O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Korean/English O O

Energy Systems Research Energy English 100% O O
Energy Systems Research Energy Chemical Engineering English 100% O O

Energy Systems Research Energy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English 100% O O

Smart Convergence Architecture Architecture Korean 100% O O
Smart Convergence Architecture Architectural Engineering Korean/English O O

Systems Engineering Systems Engineering Korean/English O O

Liberal Arts
&

Social Science

Business Administration Strategic Management English 100% O O
Business Administration Marketing Korean/English X X
Business Administration MS/OM Korean/English X X
Business Administration OB/HRM Korean/English O O
Business Administration Finance Korean 100% X X
Business Administration Accounting Korean/English X X

Business Analytics and Information 
Systems

Business Analytics and 
Information Systems Korean/English O O

Culture and Contents Contents Industry Korean 100% O X
Culture and Contents Region Contents Korean 100% O X

Digital Humanities & Convergence Digital Humanities Korean 100% O X

Digital Humanities & Convergence Medical Humanities&
Psychoanalysis Korean 100% O O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nglish 100% O O
Financial Engineering Financial Engineering Korean/English O O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n 100% O O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Korean as Foreign 
Language Korean 100% O X

Natural
Science

Applied Biotechnology Cosmetic Science Korean/English O O
Biological Science Biological Science English 100% O O
Biomedical Sciences Molecular Medicine Korean/English O O
Biomedical Sciences Cancer Biology Korean/English O O
Biomedical Sciences Neuroscience Korean/English O O
Biomedical Sciences Biomedical Informatics Korean/English O O
Biomedical Sciences Convergence Medicine Korean/English O O

Energy Systems Research Applied Physics English 100% O O
Energy Systems Research Applied Chemistry English 100% O O

Medical Sciences Clinical Medicine Korean 100% O O
Medical Sciences Public Health and Social Medicine Korean/English O O
Medical Sciences Medical Sciences of Healthy Aging Korean/English O O
Medical Sciences Integrative Biomedicine Korean/English O O
Medical Sciences Translational research Korean/English O O

Nursing Nursing Korean 100% O O
Pharmacy Pharmacy Korean/English O O

Division Department Major Language MD PhD Remarks

Liberal Arts
&

Social Science

International Business International Business English 100% O X

English Track
English score above 80 in 
TOEFL iBT or 5.5 in IELTS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Trade English 100% O X

NGO Studies NGO Studies English 100% O X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English 100% O X

Engneering Energy Studies Energy Science and Policy English 100% O X

http://grad.ajou.ac.kr
http://gsis.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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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pplication

    ❍ Required Documents

For all applicants

- Language requirement(details on previous page)

- Photocopy of applicant’s passport

- Photocopy of each parent’s certificate of foreign nationality(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or passport)

- Family registration certificate

- Undergraduate and graduate(applicants for PhD) diploma

- Undergraduate and graduate(applicants for PhD) transcript

Only for whom 

are available

- Published papers(one or two), Awards(one or two) which are attested

  ※ Submission of copied published papers and copied award certificate(officially attested)

  - Adoption documents(only for overseas Korean adoptees)     

       ** Required documents should be submitted by post or in person(not by email)

  3. Important Notes

    ❍ Eligibility for Application

∘ The applicant and his/her parents must have foreign citizenships

   ※Applicants who hold Korean citizenship are not permitted to apply for this program

∘ Applicants should be in good health,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to stay in Korea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

Applicants must submit the Personal Medical Assessment (included in the application form)

∘ Applicants must be under 40 years of age as of Sep. 1st, 2021 (born after Sep. 1st, 1981).

∘ Applicants must hold a Bachelor’s or Master’s degree as of August 31st, 2021.

   ※Applicants who are expected to graduate from their respective home undergraduate/graduate institutions by August 

31st, 2021, should submit the certificate (or letter) of expected graduation issued by said institutions when they apply; 

the official certificate of graduation should be received by NIIED by August 31st, 2021

   ※(Important) Applicants who have ever graduated in a university in Korea will be disqualified from applying to the KGSP 

program(Those who studied in Exchange students can apply but there is a limitation)

∘ Applicants must maintain a grade point average (G.P.A.) of at least 2.64 on a 4.0 scale, 2.80 on a 4. 3 scale, 2.91 on 

a 4.5 scale, or grades/marks/score of 80% or higher from the previously attended institution. 

∘ Graduation School: eligible for application only if language requirement of each department is met

   GSIS: Submission of Official Test of English is required (Above TOEFL-IBT 80 or IELTS 5.5)

    ❍ Selection Procedure

∘ Document screening and interviews will be conducted for evaluation.

∘ Interviews can be omitted for those who failed in documents assessment.

∘ Interviewees should be on designated time.

    ❍ Notes

∘ Required documents should be submitted until by post or in person. (not by email)

∘ Selection for successful candidates will be done strictly by the NIIED Selection Committee. 

∘ Dual applications are not accepted. Applicants must apply for this program via only one institution. 

∘ Documents should be presented in their original form.

∘ In case of submitting photocopied documents, applicants must submit the original to the 1st Selection 

Institution and have the original one and the  photocopied one collated. The confirmation of collation 

should be indicated in   the photocopied documents. 

∘ Submitted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the applicants.

∘ Incomplete or incorrect documents may lead to application rejection or failure in the Selec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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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Further Notice
    ❍ Special Scholarship only for Ajou KGSP

100,000 KRW per month for supporting housing expenses during KGSP periods      
    (excluding Korean Language Program period)

    ❍ Dormitory Information
      1) Room Types

On-campus  

Dormitory Room Type Facilities

2-bed room dormitory 
4-bed room dormitory 

Shared toilet & shower room, Common kitchen, resting room, PC labs, TV area, 
study room, praying room, air-condition etc.

      2) Dormitory Fees  

Semester 2-bed room 4-bed room

Regular
 - Spring (Mar ~ Jun)
 - Fall   (Sep ~ Dec)

Hwa-Hong Hall 967,000 KRW / semester 656,000 KRW / semester

New International Dorm 1,264,000 KRW / semester -

Vacation
 - Summer (Jul ~ Aug)
 - Winter (Jan ~ Feb )

Hwa-Hong Hall 555,000 KRW / semester 419,000 KRW / semester

New International Dorm  727,000 KRW / semester -

     ※ The above costs are based on the 2021 academic year and are subject to be changed. Meals 
are not included(5,000 KRW per 1 meal in the school cafeterias)

and scholarship revocation even after entry into Korea.

∘ Applicants who are expected to graduate from their respective home undergraduate/graduate institutions by 

August 31st, 2021, should submit the certificate (or letter) of expected graduation issued by said 

institutions when they apply; the official certificate of graduation should be received by NIIED by August 

31st, 2021.

∘ Applicants must accurately complete the health checklist truthfully.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and the KGSP Program, the candidates who are judged to be physically 

unfit for this program will not be accepted.

∘ Transferring to a different university after confirming the host university is not permitted in any cases. In 

regards to changing majors, it would be permitted only under the mutual agreement of the departments 

concerned only within the same university, with the scholarship period unchanged. (2 years of Master’s,  

or 3 years of doctoral, in total). However, quitting a program and applying for a new one is not permitted. 

∘ After the screening session, more documents can be additionally required. 

∘ All applicants must attend the interview on the designated day.

∘ The applicant's English name and date of birth must match the information on his/her pas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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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cilities & others

 

  5. Contact

  Office of Graduate School (http://grad-e.ajou.ac.kr)
   - Mr. MinGyu Jo 
   - Phone: +82-31-219-2302 / Fax: +82-31-214-1500 / E-mail: grad@ajou.ac.kr 

 Office of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ttp://gsis.ajou.ac.kr)
   - Ms. Jiyeon Moon
   - Phone: +82-31-219-1551 / Fax: +82-31-214-1554 / E-mail: gsis@ajou.ac.kr

  

  

∘ Ajou Global Education Lounge, University library(24hrs open), Cafeteria & Restaurants, PC 

labs on Campus, Post Office, Health Care Center, Sports Facilities, etc.

∘ Chance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and Field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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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주 대 학 교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 웹사이트: http://grad.ajou.ac.kr, http://gsis.ajou.ac.kr

Ⅰ. 대학 소개

  1. 연혁

    가. 일반대학원(http://grad.ajou.ac.kr)

1973.  3. 아주대학교 개교

1981.  3. 대학원 설립 (석사과정 신설: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1999.  9.
전국대학 유일 BK21사업 전 분야 선정: 과학기술분야(분자과학기술학과), 특화사업분야(정보통신), 
핵심과제사업 8개(전자2/수학1/경영3/신경과학2)

2018.  4.
석사과정: 48개학과(협동과정 포함), 입학정원 494명, 외국인 유학생 75명(28개국)
박사과정: 44개학과(협동과정 포함), 입학정원 226명, 외국인 유학생 69명(17개국)

2020.  4. 석사과정: 51개학과(협동과정 포함) 운영
박사과정: 46개학과(협동과정 포함) 운영

  나. 국제대학원(http://gsis.ajou.ac.kr)

1973.  3. 아주대학교 개교

1996.  3. 국제대학원 설립

1997. 11. 국제대학원 주관 제1회 International Day 개최

2004~현재
KOICA 석사과정 장학 프로그램 1기 시작
2018년 현재 15기 과정 운영 중 (에너지정책 분야)

2006.  5. 국제대학원 10주년 기념 제1회 GSIS International Symposium 개최

2013~2015 아르헨티나 정부 과학기술전문가 양성 특별연수프로그램(BEC.AR) 운영

2014~ 아주-수원 석사과정 장학지원 프로그램 설립

2017~현재
융합에너지학과 신설로 현재 5개 학과 체제 확립
영어트랙 5개 학과: 국제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NGO학과, 국제개발협력학과, 융합에너지학과

2017~2019 은행연합회-아주대 캄보디아 금융인력 양성과정 시행

2020. 8. 누계 졸업생 79개국 1080명 배출

2020. 9. 외국인 유학생 181명(40개국) 재학

  2. 특성

∘ 2020년 중앙일보대학평가 아주대학교 종합순위 11위

  (국내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학평가 지표)

∘ 2018년 중앙일보평가 유학생 다양성지수 4위

∘ 2017년 Reuters ‘Asia’s Most Innovative Universities’ 21위

∘ 교육부 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대학

∘ KGSP 2008년부터 10년간 운영

∘ 18,385명의 학생규모(2018년 재적생 기준)

  학부생 13,688명, 대학원생 4,697명

∘ 65개국 895명의 외국인 유학생

  (학부생 564명, 대학원생 331명)

∘ 전세계 Partnership University 66개국 315개 대학

∘ 매년 400명의 교환학생(파견포함)

∘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의 인증을 획득한 국제적 수준의 

대학병원 보유

http://grad.ajou.ac.kr
http://gsis.ajou.ac.kr
http://grad.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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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집 요강

  1. 모집 학과

    가. 일반대학원(http://grad.ajou.ac.kr)

계열 학과명 전공명 개설과목 언어 석사 박사 비고

공학

AI융합네트워크학과 AI융합네트워크전공 한국어/영어 병용 O O

스마트융합건축학과 건축학전공 한국어 100% O O

스마트융합건축학과 건축공학전공 한국어/영어 병용 O O

시스템공학과 시스템공학전공 한국어/영어 병용 O O

에너지시스템학과 에너지전공 영어 100% O O

에너지시스템학과 에너지화학공학전공 영어 100% O O

에너지시스템학과 에너지환경공학전공 영어 100% O O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전공 한국어/영어 병용 O O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한국어/영어 병용 O O

자연과학

간호학과 간호학전공 한국어 100% O O

생명과학과 생명과학전공 영어 100% O O

약학과 약학전공 한국어/영어 병용 O O

에너지시스템학과 응용물리전공 영어 100% O O

에너지시스템학과 응용화학전공 영어 100% O O

응용생명공학과 화장품과학전공 한국어/영어 병용 O O

의생명과학과 분자의학전공 한국어/영어 병용 O O

의생명과학과 종양생물학전공 한국어/영어 병용 O O

의생명과학과 신경과학전공 한국어/영어 병용 O O

의생명과학과 의생명정보전공 한국어/영어 병용 O O

의생명과학과 융합의학전공 한국어/영어 병용 O O

의학과 의학전공 한국어 100% O O

의학과 사회보건학전공 한국어/영어 병용 O O

의학과 건강노화의과학전공 한국어/영어 병용 O O

의학과 융합의생명전공 한국어/영어 병용 O O

의학과 중개의학전공 한국어/영어 병용 O O

인문사회

경영학과 경영전략전공 영어 100% O O

경영학과 마케팅전공 한국어/영어 병용 X X

경영학과 생산/운영전공 한국어/영어 병용 X X

경영학과 재무전공 한국어 100% X X

경영학과 회계전공 한국어/영어 병용 X X

경영학과 인사조직전공 한국어/영어 병용 O O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전공 한국어 100% O O

국어국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한국어 100% O X

금융공학과 금융공학전공 한국어/영어 병용 O O

디지털휴머니티융합학과 디지털휴머니티전공 한국어 100% O X

디지털휴머니티융합학과 의료인문정신분석전공 한국어 100% O O

문화콘텐츠학과 콘텐츠산업전공 한국어 100% O X

문화콘텐츠학과 지역문화전공 한국어 100% O X

비즈니스애널리틱스학과 비즈니스애널리틱스전공 한국어/영어 병용 O O

영어영문학과 통/번역전공 영어 100% O O

    나. 국제대학원(http://gsis.ajou.ac.kr)

계열 학과명 전공명 개설과목 언어 석사 박사 비고

인문사회

국제경영학과 국제경영학전공 영어 100% O X

영어트랙 / TOPIK 불요 / IELTS 
5.5이상 혹은 TOEFL 80점 이상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전공 영어 100% O X

NGO학과 NGO학전공 영어 100% O X

국제개발협력학과 국제개발협력학전공 영어 100% O X

공학 융합에너지학과 에너지과학정책전공 영어 100% O X

http://grad.ajou.ac.kr
http://gsis.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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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학 전형

  가. 제출서류

필수서류

- 언어능력증명서(이전페이지 참조)
- 여권사본
- 부모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학위(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추가서류
(해당자만 제출)

- 발표논문(1~2편), 수상실적(1~2편)
  ※ 발표 논문실적은 논문 인쇄본 제출 (1~2부)
  ※ 수상실적은 표창장 복사 (공증기관 또는 추천기관에서 원본대조 확인)
- 입양인사실확인서 : 해외한국입양인의 경우에만 제출

    ** 서류는 반드시 서류마감일까지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Email 제출 불가)

3. 지원자 유의사항

  가. 지원자격

 1) 지원자 및 부모 모두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   

   ※지원자가 한국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는 지원불가

 2) 한국에서의 장기간 유학이 가능할 정도로 심신이 건강한 자

   ※건강검진결과 합격자에 한함(소정의 건강검진서식 제공)

 3) 2021년 9월 1일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 (1981년 9월 1일 이후 출생자)

 4) 2021년 8월 31일 기준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취득예정자 

   ※ 2021년 8월 31일까지 학위 미취득자는 자격 취소됨 

   ※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자는 지원 불가(학위과정 경험자나 교환학생 경험자 등 D-2 비자 경험

자 지원 가능)

   ※ 선발 과정에서 한국 유학 경험자가 국가쿼터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발 예정임

      (국가별 지원자 수가 적어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5) 최종학교 전(全)학년의 성적평균 평점(GPA)이 B이상(3.0/4.0만점), 혹은 백분율 80%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GPA 또는 백분율 성적제출이 어려운 경우 출신대학의 석차증명서(상위20%이내) 제출가능

 6) 일반대학원: 각 학과별 어학기준 충족 시 지원가능

    국제대학원: TOEFL 80점 이상, IELTS 5.5 이상 충족 시 지원가능

  나. 전형방법

∘ 서류 심사 및 면접 (전화면접 또는 서면면접가능) / 국제대학원: 전화(화상)면접 또는 서면면접

∘ 서류평가 탈락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며 면접평가는 서류 접수 후 개별 진행

∘ 전화면접을 진행할 경우 지원자는 지정일에 꼭 참가하여야 함

  다. 유의사항

∘ 반드시 서류마감일까지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되어야 함(Email 제출 불가)
∘ 국립국제교육원 정부초청대학원 장학생 프로그램의 유의사항 일체를 준수하여야 함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인편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함
∘ 사본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발급 또는 추천기관의 원본 대조를 받아야 함
∘ 공관, 대학 통틀어 반드시 1개 기관을 통해서만 지원가능. 이중 지원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시 추천기관 및 국립국제교육원에 제출한 서류 및 기록물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확하거나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합격 

후 발견될 시 합격 취소됨
∘ 2021년 8월 31일 기준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는 지원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

종 졸업증명서는 2021년 8월 31일까지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자가건강체크리스트는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합격 후 실시한 건강 검진에서 수학이 불가능할 정도로 판단

되는 질병 발견 시 합격 취소됨
∘ 지원자는 대학원 진학이 확정되면 어떤 경우라도 학교를 변경할 수 없음



- 9 -

4. 기타 안내 사항

    가.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 추가 장학

학위과정 장학기간 중 매월 10만원의 주거비 지원 (어학연수기간 제외)

    나. 기숙사 정보

      - 방형태

위치 방형태 시설

캠퍼스 내 
2인실 
4인실

공동 화장실, 공동사워장, 공동 주방, 휴게실(TV시청), PC실, 독서실, 기도실, 
에어컨 등 

      - 기숙사비 (2021년 기준)

구분 학기 2인실 4인실

정규학기
 - 봄  학기  (3월 ~ 6월)
 - 가을학기  (9월 ~12월)

화홍관 967,000원 / 학기 656,000원 / 학기

국제학사 1,264,000원 / 학기 -

계절학기
 - 여름    (7월 ~ 8월)
 - 겨울    (1월 ~ 2월)

화홍관 550,000원 / 학기 419,000원 / 학기

국제학사  727,000원 / 학기 -

       ※ 식비 불포함(기숙사 식당 식권 구매 후 이용 가능, 식권 1매당 5천원)

       ※ 상기 비용은 2020학년도 기준이며 향후 변경 가능

∘ 심사결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원자의 영문명과 생년월일은 여권정보와 일치하여야 함
∘ 모든 지원자는 면접일정을 정할 경우 그 일정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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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타

- 문화체험, 현장학습체험 기회 제공
- 기타 편의시설: Ajou 글로벌 교육 라운지, 24시간 개방 대학 도서관, 카페테리아 및 레스토랑, 
                 PC실, 우체국, 건강 센터, 스포츠 시설 등

5. 연락처 

대학원교학팀 조민규 (http://grad.ajou.ac.kr)

전화: 031-219-2302 / 팩스: 031-214-1500 / 이메일: grad@ajou.ac.kr

국제대학원교학팀 문지연 (http://gsis.ajou.ac.kr)

전화: 031-219-1551 / 팩스: 031-219-1554 / 이메일: gsis@ajo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