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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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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영상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는 미디어 정보 사회로서 정보 전달 매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게 일

상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생산자가 되고 싶었기에 

이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좀해

주세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습 분위기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과는 식사자리 등을 통하여 소통하고, 한국 학생

들과는 멘토링 활동 등을 통해 수업이나 한국생활, 

언어 등에서 겪는 문제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영상을 어떤 학과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방송,신문,소셜 네트워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기위한 학과로, 언론정보전

공, 인터랙티브미디어커뮤니케이션전공, 전략커뮤

니케이션전공 3가지 전공으로 나뉩니다.

저는 디지털미디어를 전공하고 있고, 영상편집, 영

상촬영,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과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전공 공부하는 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수업내용이 잘 이해가 안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먼

저 책이나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찾아보고 교수님께 

직접 여쭤보거나 한국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외에도, 한국친구들과 밥을 먹거나 같이 공부함으

로써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17
학번, 미디어영상학부)

(베트남, 18
학번, 미디어영상학부)두삼

히엔아잉

Q. Q.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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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국제학부는 동북아 정치 및 외교를 비롯한 내용을 연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의 전공 수업들은 지역

적 그리고 다양성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경

제 및 문화 관련 내용을 다룰 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그리고 기타 국가들의 외교정책에 대해에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광운대학교에서의 학습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선, 교수님들께서 외국인유학생들의 입장을 잘 이

해하고 한국에서 유학 생활 하면서 언어로 인한 불

편함을 포용해 줍니다. 발표할 때 한국어 발음이 약

간 서툰 부분들은 교수님께서 상대적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편이며, 한국어 보다 오히려 내용의 구

성에 평가 중점을 두고 있어서 언어에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으며, 열심히 수업의 내용에 몰두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학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알고리즘, 다양한 프로그래밍의 언어, 수학 등 배우

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행

사를 진행합니다. 그 중 programming week라

는 행사는 일주일 동안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며 경쟁하는 행사인데, 이론으로 배운 것들을 실

제로 활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으로서 유학생활 힘들지 않나요?

외국인으로서 처음에 공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처

음에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이해가 잘 안됐는

데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니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

고, 같은 조 한국학생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 도와줘서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됐습니다. 

 (중국, 18
학번, 국제학부)

 (카자흐스탄, 18
학번, 소프트웨어학부)

류이정 쿠안득

Q. Q.

Q. Q.



Why Kwangwoon?

편리한 

교통과 위치

매우 편리한 교통, 서울 주요 시내

(시청, 동대문, 명동 등)까지 20~30분 거리

시청 종각

30분소요

광운대

• 대학수업을 잘 이해하고, 리포트를 제대로 

작성하며, 대학교재를 바르게 읽을 수 있

도록 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 한국어 강사 선생님들이 클리닉 프로그램

을 통해 한국 학생들이 튜터링을 통해 한

국어 공부를 도와줍니다.

풍부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여 입학 첫 학

기에는 30~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

며, 최근 3년간 학부 전체 외국인 재학생의 

평균 65%가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일상고민이나 대학 생활에 

대한 상담시스템, 한국학생과의 1:1 멘토링 

프로그램 및 학습공동체 프로그램(튜터링, 

스터디그룹)을 운영합니다. 이외에도 유학생 

지원 학생동아리, 교수님이 참여하는 유학생 

튜터그룹 등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최고 

수준의 장학금 

제도

우수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Multi-Care 

프로그램

1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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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 일정

구 분
2021학년도 1학기

(1차)

2021학년도 1학기

(2차)
비 고

입시 및 학과 

설명회
2020.09.18(금)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온라인 지원 및

서류제출

2020.09.23.(수)

~10.08(목)

2020.11.04(수)

~11.20(금)

·온라인 지원(마감일 18:00까지)

- http://www.jinhakapply.com

·서류제출(마감일 19:00까지)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주소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0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 111호

국제교류팀(01897)

필기고사 2020.10.21(수) 2020.12.02(수)
·한국어 시험

·시간, 장소 추후 공지

최종

합격자발표
2020.11.06(금) 2020.12.18(금) ·학교 홈페이지 17:00 이후 공지

등록
2020.11.09(월)

~13(금)

2020.12.21(월)

~24(목)
·등록금 납부 : 학교지정은행

표준입학

허가서

배부(예정)

2020.11.25(수) 이후 2021.01.06(수) 이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21.2월 중순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개강 2021.03.02(화)

※ 상기 일정은 학내·외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외국인 
학부과정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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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단위

대 학 모집 단위 전 공

전자정보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자융합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

로봇학부 정보제어전공, 지능시스템전공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지능정보공학전공

소프트웨어학부 소프트웨어전공, 인공지능전공

정보융합학부 비주얼테크놀로지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

건축공학과(4년제)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전자바이오물리학과

화학과

스포츠융합과학과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산업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언론정보전공, 인터랙티브미디어커뮤니케이션전공, 

전략커뮤니케이션전공

산업심리학과

동북아문화산업학부 문화교류전공, 문화콘텐츠개발전공

정책법학대학

행정학과

법학부 일반법학전공, 국제법무전공, 과학기술법무전공

국제학부 국제지역전공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국제통상학부 국제통상전공

* 건축학과(5년제) 2, 3학년 편입학은 전적대학 전공이 ‘건축학’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단과대학 및 학과소개 : https://www.kw.ac.kr/ko/univ/glanc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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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자격

구 분 내 용

국적
·본인 및 부모 모두 외국국적 외국인

·이중국적자 중 한국 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자

학력

신입학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 전 교육에 상응하는 12년 정규과정을 졸업(예정)한 자

2학년

편입학

·2학년 : 전문대 졸업자 또는 4년제 정규대학 1년 이상 수료자

(최소 25학점 이상 이수)

3학년

편입학

·3학년 : 전문대 졸업자 또는 4년제 정규대학 2년 이상 수료자

(최소 60학점 이상 이수)

한국어능력

신입학 학부과정 수강이 가능한 한국어 능력을 갖춘 자

2학년

편입학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TOPIK(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소지자

·본교 국제교육원 한국어 과정 4급 이상 수료자

·국내 타 대학 한국어 과정 5급 이상 수료자

3학년

편입학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소지자

·본교 국제교육원 한국어 과정 5급 이상 수료자

·국내 타 대학 한국어 과정 6급 이상 수료자

4. 전형 방법

구 분 전형 단계 전형 안내

일반

전형

서류심사

및

필기고사

· 서류심사와 필기고사를 진행

· 필기고사는 한국어 능력(TOPIK 3급 수준)을 테스트하며, TOPIK 3급 이상 소지자 또는 

본교 한국어과정  4급 수료자는 필기고사를 면제함

· 불합격한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조건부 전형 합격이 가능함

조건부 

전형
서류심사

· 전형에 합격한 자는 반드시 본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과정’을 수강하여야 하며, TOPIK 

3급 이상 증서 제출 또는 본교 한국어과정 4급(중급2) 수료 시 차기 학기에 학부에 진학이 

가능함

· 조건부 합격자는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 불가

· 체류자격의 변경 또는 연장불가로 합법적 국내 체류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한국어 능력이 없어도 조건부 전형으로 학부 지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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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형식 신입 편입

1
입학지원서 

※ 온라인 지원 후 출력
원본 ○ ○

2
자기소개 및 학습계획서

※ 온라인 지원 후 출력
원본 ○ ○

3
학력조회 동의서

※ 온라인 지원 후 출력
원본 ○ ○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편입학 지원자가 현재 대학을 수료 또는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공증본 ○ △

5 고등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공증본 ○ X

6 전문대/대학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공증본 X ○

7

전문대/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 번역본(한국어 또는 영어)을 필수 제출해야 함

※ 학점인정을 위해 전 학년 성적 및 학점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학점 미 표기시 지원 불가)

공증본 X ○

8

최종학력인증서

※ 신입학 지원자 : 고등학교 졸업사실 학력인증

※ 편입학 지원자 : 전문대/대학 졸업사실 학력인증

   (현재 대학 수료 또는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사실 인증서 추가 제출)

원본 ○ ○

9 본인 여권 사본 ○ ○

10
외국인등록증(앞, 뒷면)

※ 외국인 등록을 필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 반드시 제출
사본 △ △

11

가족관계증명서

※ 중국 외 국적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중국 국적 : 호구부 사본 또는 친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공증본 ○ ○

12 본인 및 부모 신분증 사본 ○ ○

13

USD20,000 이상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본인 또는 부모)

※ 아래 두 개중 택일

 - 국내 은행 잔고증명서 및 최근 3개월간 거래내역서

   (접수일자 기준)

 - 해외 은행 잔고증명서

   (증명서 유효기간이 입학일 이후까지여야 함)

원본 ○ ○

14

한국어능력 증명자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자격증서

※ 한국어과정 수료증(성적) 및 출석증명서

   (D-4비자 소지자 필수 제출)

원본 ○ ○

15
전형료 120,000원

※ 온라인 지원 시 납부(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 ○ ○

※ ○ : 필수 제출, X : 제출 불요, △ :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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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우편접수 도착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함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 후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외에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할 수 있음

※ 최종학력증명 인증서 관련

-  중국 이외 국적 : 졸업증명서를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 

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재외교육기관확인서>를 받아서 제출

- 중국 국적

1)  일반계 고등학교 : 반드시 졸업사실에 대해 아래 기관에서 받은 인증서(영문) 제출 

• 중국교육부 학력인증센터 http://www.chsi.com.cn, +86-10-82338424

• 중국교육부 학위인증센터 http://www.cdgdc.edu.cn, +86-10-82379482

• 서울공자아카데미 http://www.cis.or.kr, +82-2-554-2688

2) 실업계 고등학교 : 아래 ①, ② 중 택일

① 해당 학교 발행 졸업증명서 (성 교육청 + 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

② 성 교육청 발행 졸업증명서(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

* 인증서 발급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여 준비하기 바람  

* 제출한 인증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비자 발급 또는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지원자 본인이 별도로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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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금

대 학 입학금(첫 학기 1회 납부) 등록금(한 학기)

전자정보공과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과대학

342,000원

4,266,000원

자연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3,753,000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국제통상학부 3,630,000원

경영대학 3,432,000원

인문사회과학대학, 정책법학대학 3,244,000원

* 학년도가 바뀔 시 입학금 및 등록금이 변동될 수 있음

7. 장학금

가. 입학학기 장학금 

구 분 장학금

일반학생 등록금의 30%

본교 국제교육원 출신학생 등록금의 50%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소지자 등록금의 70%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소지자 등록금의 80%

나. 입학학기 이후 장학금

직전학기 성적

장학금

TOPIK3급 이하

(TOPIK 미소지자 포함)
TOPIK4급 이상

4.3이상(97점 이상) 등록금의 80% 등록금의 100%

4.0이상~4.3미만(90~96점) 등록금의 60% 등록금의 80%

3.5이상~4.0미만(85~89점) 등록금의 40% 등록금의 60%

3.0이상~3.5미만(80~84점) 등록금의 20% 등록금의 40%

2.5이상~3.0미만(75~79점) 없음 등록금의 20%

다. 외국인 재학생 장학금 지급 현황

지급 64% 미지급 36%

8. 한국어 능력별 교육과정 운영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 및 입학시험 결과에 따라 유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한국어 및 교양과목 맞춤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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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졸업요건

가. 졸업 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증서를 제출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나. 각 학과별 졸업 학점 및 기타 졸업요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학과 사무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기숙사

구분 행복기숙사(빛솔재) International House

구조 2인 1실 4인 1실

비용 약 1,500,000원 / 학기 (보증금 100,000원)

개인시설 침대(침구류 개인준비), 책장, 책상, 의자, 옷장, 화장실, 샤워실, 인터넷 등

공용시설
세탁실, 다림질실,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공동취사실, 무인택배보관함 등
-

* 현재 기준 금액이며, 학기가 바뀔 시 비용이 변동될 수 있음

11. 지원자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의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입학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도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나. 제출서류는 지원자에게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비자 발급 또는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지원자 본인이 별도로 준비해야 함

다. 입학원서 기재 사항의 오기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라.  입학원서에 기재된 전형기간 중 연락처는 항상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및 주소의 오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연락이 두절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중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를 2021년 2월 5일(금) 까지 반드시 본교 국제교류팀 

사무실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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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과정

정규과정은 1급부터 6급까지 총 6개 급으로 이루어집니다.  

• 1년에 4학기(봄, 여름, 가을, 겨울 학기)로 운영됩니다.

• 하루 4시간씩, 주 5일, 한 학기에 총 200시간의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 실제적 상황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창의적인 한국어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 학기 중 태권도, 사물놀이, K-POP, 댄스 등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1. 수업시간 구성

수업일 수업시간 수업 내용

월~금 09:00 ~ 13:00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4가지 영역의 통합 교육

* 관련 어휘와 문법들의 실제적 연습

* 학습 내용의 실제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 교육

* 체계화된 발음 교육 실시

2. 등록금

• 전형료 : 50,000원(환불 불가)

• 한 학기 : 1,400,000원(문화체험비 포함)

• 한 학기 수강부터 1년 등록까지 다양한 선택 가능  

3. 일 정

연도 학기 접수 마감일 수업기간 예비교육기간

2020
가을 2020.7.17(금) 2020.9.7(월) ~ 11.19(목) 2020.9.2(수) ~ 9.4(금)

겨울 2020.10.16(금) 2020.11.30(월) ~ 2021.2.9(화) 2020.11.25(수) ~ 11.27(금)

2021
봄 2021.1.22(금) 2021.3.8(월) ~ 5.17(월) 2021.3.3(수) ~ 3.5(금)

여름 2021.4.23(금) 2021.6.7(월) ~ 8.13(금) 2021.6.2(수) ~ 6.5(금)

* 상기 일정은 학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고시국가 학생은 개강 3개월 전 접수마감

* 한국에 체류자격이 있을 경우(D-4비자가 필요없는 경우) 개강 2주일 전 접수 마감

* 국가별 비자 관계로 조기 접수 마감이 될 수 있으니 별도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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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0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 111호 국제교류팀 (우 01897)

학부과정 문의

전화 : +82-2-940-5014~6,  팩스 : +82-2-940-8682

홈페이지 : http://www.kw.ac.kr, http://iphak.kw.ac.kr 

이메일 : rokrok@kw.ac.kr, mcshin@kw.ac.kr

카카오톡 :   

한국어과정 문의

전화 : +82-2-940-5014~6,  팩스 : +82-2-940-8682

홈페이지 : http://kcklc.kw.ac.kr 

이메일 : kcklc5307@kw.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