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대학원 학칙
제정 : 1974. 5. 18.

개정(제77차) : 2015. 12. 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대학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창의적 이론과 과학적 방법을 

탐구하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여 인류 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과정 및 정원
제2조(과정) 대학원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를 취

득하기 위한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를 거치지 않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통합과정”)을 두며, 학위과
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제2조의2(협동과정) ①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학과 외에 2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 로 설치ㆍ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
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협동과정
(이하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원장은 그 운영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존
속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 또는 사업지원에 의
해 개설된 경우에는 계약 또는 사업종료 학기에도 존속여부를 결정한다.

제2조의3 <삭제>

제2조의4 <삭제>

제2조의5(연계과정)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대학원과 의학, 치의학전문대
학원 간의 연계과정인 복합학위과정(M.D-Ph.D)과 본교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
하는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을 둔다. 이들 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조의6(계약학과) ①대학원과정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대학원장은 그 운영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존
속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 또는 사업지원에 의해 개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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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계약 또는 사업종료 학기에도 존속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입학정원) ①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별 입학정원([별표 1])은 대학원운영
위원회에서 대학별로 정한다. 다만, 통합과정 입학정원은 박사학위과정의 입학
정원에 산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
원 외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대학원에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다음 각 목의 학생
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나. 북한이탈주민
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

부 이수한 재외국인 및 외국인
2..「고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

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3.「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1항, 제30조에도 불구하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제3장 입  학
제4조(입학 및 전형시기) ①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시기

는 매학기 시작일 이내로 한다.

②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방법 및 일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
서 정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자격)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가. 국내ㆍ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통합과정 : 동조 제1호(석사학위과정)를 적용한다.

4.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가. 본교 학부에서 4학기이상에 재학중인 자.

나. 총 평량평균이 3.3/4.3 이상인 자.

제6조(입학전형방법) ①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 방법은 서류심사로 하
되 필요에 따라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 3 -

② <삭제>

제7조(지원절차)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
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편입학) ①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
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편입학에 관한 내규는 따로 정한다.

제7조의3(재입학)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제적된 자는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제36조 제1항에서 정의한 논문제출시한을 연장 받은 자가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② 제13조의2, 제41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제4장 등록, 휴학, 제적, 복학
제8조(등록 및 등록금)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항에서 정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여
야 한다.

①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석사학
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처음 4학기는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후
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통합과정의 학생은 처음 6학기는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각 학위과정의 학생 중 학위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단, 통합과정의 학생은 제외한다.

제9조(등록생의 권한) 정규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학점을 이수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금의 대체 및 반환) ① <삭제>

② 등록금을 납입한 후 휴학 및 자퇴를 할 경우 등록금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반환금액은 관계법령 및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단, 징계, 제적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11조(휴학) ① 한 학기의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학과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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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 휴학의 총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4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은 3

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복무 기간, 출
산 및 육아기간(1년)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할 수 없다.

단, 군입대, 출산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한다.

④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
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및 허가는 다음과 같다.

1.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1회 신청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단, 창업준비휴학은 1회만 신청할 수 있
다.

2.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의 허가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
최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복학) 휴학자로서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정하여진 기일 내에 소정의 절
차를 통하여 학과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제적) 학생이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36조의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 또
는 제21조의2, 제41조에 의하여 제적처분 받은 자는 제적된다.

제13조의2(학위취소 제적) 학위를 수여 받은 자가 학위가 취소될 경우 제적된다.

제14조(자퇴)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장 수  업
제15조(수료 및 이수학점) ①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0학점

으로  하며,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② 통합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54학점으로 한다.

③ 학생은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규정에 따라 모두 이수하여
야  한다.

제16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단, 연구 과정생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타 전공 입학생에 대한 보충과목 이수는 학과내규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한
다. 단, 보충과목의 학점은 12학점을 넘지 못하며, 보충과목을 합하여 한 학기
에 12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③ 보충과목의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7조(학점인정) ① 국내ㆍ외의 대학원에 서 취득한 학점은 본대학원 수료에 필
요한 학점의 2분의1을 초과하여 인정 할 수 없다.

  ②「타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을 수료 
학점    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학위과정별, 대상자별 수료학점 인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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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이수학기) <삭제>

제19조(수강과목) 학생의 수강과목은 소정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개설하고 학생은 
주임교수의 지시에 따라 수강과목을 선택한다.

제19조의2(학위과정의 연계운영) ①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과정 재학 시 대학원 과목을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대학원 과목은 석사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학사학위졸업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0조(학업평가 및 재수강) ①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동일 교과목을 재수강하였을 때는 그 중에서 양호한 성적 하나만 인정한다.

등 급 평 점 설 명

A+ 4.3

우 수A0 4.0

A- 3.7

B+ 3.3

우 량B0 3.0

B- 2.7

C+ 2.3

양 호C0 2.0

C- 1.7

F 0 불 량
W 0 Withdraw

P, NP 0 청강ㆍ연구
제21조(이수인정 평점) 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율이 강의실시 시간의 3분의 2

이상이고 학업성적 등급이 C_(1.7) 이상이면 이수학점에 가산된다. 그러나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평량평균은 3.0(B0) 이상이어야 한다.

제21조의2(학사경고) 매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2.00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
경고를 받게 되며 학사경고를 총 2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

단,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학사경고를 1회 받게 되면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다.

제6장 자격시험
제22조(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① 학생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과내규로 정한다.

제23조 내지 제2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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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학위논문
제27조(연구계획) 직전학기까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학위논문 연

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논문작성) 연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1학기 이

상, 박사학위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의 2(통합과정 논문작성) ① <삭제>

② 통합과정 학생은 박사학위과정을 적용한다.

제29조(논문규격) ① 석사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국문 또는 외국어
로  작성할 수도 있다.

②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2006년 2학기 신입생부터 논문의 영문 작성을 의무화 
한다. 단, 영문 작성이 부적합한 특정한 주제는 지도교수의 요청과 대학원이 
최종 승인한 경우 국문,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지도교수의 
요청 시에는 그 해당 사유를 대학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논문의 규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논문제출) 완성된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허락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심사위원)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
을 받은 심사위원이 이를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3인, 박
사학위논문의 경우 5인으로 한다.

②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경우에는 「대학
원  공동지도교수 제도 내규」 및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제도 내규」에 따
른다.

제32조(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논문 제출자
에 대한 구술시험을 행한다.

제33조(논문심사위원장) 대학원장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심사위원 중에서 
우리 대학교 소속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여 심사를 주도하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34조(심사의결)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3분의 2, 박사
학위논문의 경우 5분의 4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35조(재심사)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적절한 수정⋅보완을 하여 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재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더 이상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수료생으로 학위과정을 마쳐야 한다.

제36조(논문제출 시한) ① 학위논문은 석사학위과정에는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4

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에, 통합과정에서는 8년 이내에 그 심사
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휴학 및 제적기간은 위 제1항의 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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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 학위과정의 학생으로 수료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기간에는 휴학
할 수 없다.

제8장 연구과정생, 외국인 학생, 공개강좌
제37조(연구과정생)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대학원 강의를 청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와 전형고사에 합격될 경우 연구과정생의 자격으로 청강할 수 있
다. 그러나 연구과정생은 소정의 청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청강학점은 인정
되지 않는다. 이수자에게는 소정의 재학사실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재38조(외국인 학생)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학전형에 합격할 경우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원에서 별도로 지정한 학과는 외
국인을 위한 학위과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입학이 허락된 학생은 한국어
사용 능력에 구애되지 않는다.

제38조의2(공개강좌) ① 공개강좌는 대학원 정상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 교
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행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매 개강 시 대학원장이 이를 정하여 발표한다.

제9장 학생활동
제39조(총학생회) ① 학생의 자치활동기구로 대학원에 총학생회를 둔다.

② 총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총학생회의 운영(사업, 예ㆍ결산 등)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
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장 상  벌
제40조(장학금) 학생에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징계) ①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
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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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학위의 수여
제42조(학위수여 및 취소) ①학위는 수료학점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

위논문 심사에 합격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한 자로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
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②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대학
원운영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그 학위를 취소한다

제43조(학위종별) 우리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학생의 전공분야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구별된다.

제12장 명예박사학위
제44조(자격) 명예박사학위는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낸 자 및 우리 대학교의 발전에 특
별한 기여를 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45조(학위종별) 우리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제43조의 
박사학위 종별에 따르되 이를 받을 자의 공헌의 성질에 따라 구별한다.

제46조(수여절차)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수여
한다.

제13장 직 제
제47조(조직) 대학원에는 원장, 부원장과 각 학과와 학과간 협동과정에 주임교수

를 둔다.

제48조(주임, 지도교수) 대학원 각 학과와 학과간 협동과정에는 학사를 담당할 
주임교수를 두고, 개별학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제49조(대학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대학원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대학원
운영위원회는 우리 대학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50조(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결
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1조(대학원운영위원회 의결사항) 대학원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단, 본교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의 사항 은 대학원위원회의 별
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학생의 입학, 퇴학과 과정의 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2. 학과,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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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위, 대학원 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 관한 제규칙, 예규들의 제정 및 개폐
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대학원 학사에 관한 주요 사항

제52조(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 방법)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14장 준용규정 등
제53조(준용규정) 학년, 학기, 수업일수, 공휴일, 수료일, 납입금, 상벌 기타 대학

원 학칙에 특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연세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54조(내규 제정) 본 학칙 시행을 위한 내규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
한다.

부  칙
① (발효와 경과규정) 본 학칙은 문교부 인가일(1974년 5월 18일)로부터 발효하

되 이 이전에 입학한 학생을 위한 경과규정은 다음과 같다.

1. 1974년 2월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 학칙 제15조에 불구하고 석사학위과
정의 경우 24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1974년 2월 이전에 소요학점의 이수를 필하고 2학기 이상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본 학칙 제28조에 불구하고 종합시험의 합격과 동시에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3. 1974년 2월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 학칙 제36조에 불구하고 박사학위논
문 제출 기간을 입학일로부터 12년까지로 한다. 그러나 1962년 3월 또는 
그 이전에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이수를 필한 자는 1974년 제1학기말
까지 학위논문의 심사를 끝내야 한다.

4. 구제박사학위과정 학생에는 구학칙 및 구학위수여규정을 적용한다.

② 본 개정학칙은 1976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본 개정학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개정학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학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개정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개정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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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이 개정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개정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⑩ 이 개정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⑪ 이 개정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⑫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3조, 제36조, 제47조, 제14장 제목신설, 제55조를 
부칙으로 변경)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은 개정학칙 제13조 및 제
36조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⑬ 이 개정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⑭ 이 개정학칙(제13조, 제24조)은 199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⑮ 이 개정학칙(제3조)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학칙(제3조)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학칙(제3조)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학칙(제38조)은 199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4조～제7조, 제16조 제2항, 제19조의2 신설)은 199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의 제46조는 1994년 1월 1일부터, 제3조의2 신설은 1994

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3조의2는 1994학년도 제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0조)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991학년도 후기 입학자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1992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이 개정학칙에 의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금번 개정된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의 2, 제20조, 제26조, 제29조, 제36조,

제8장 제목, 제38조의 2, 제43조, 제47조는 199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 개정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은 개정학칙 제8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개정학칙(제3조)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학칙(제47조) 및 부칙 23(경과조치 조문 중 삭제한 제15조)은 1995학
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1) 이 개정학칙 제20조(학업평가 및 재수강) 제1항은 1997학년도 입
학생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입학생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

2) 이 개정학칙(제3조, 제3조의2)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학칙(제43조 학위종별)은 1996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학칙(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
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2, 제26조, 제28조의 2, 제36조)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1998학년도 석사과정 신입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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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적용하되,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지침에 따른다.

(등록금 반환에 관한 경과 조치) 교육부령 제699호로 개정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조, 제2조의 2, 제3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의 2,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 제
26조, 제 27조, 제31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5조)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조의3 신설, 제6조를 동조 제1항으로, 동조 제2항 신
설, 제 43조(별표 2), 제47조)은 199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은 두뇌한국 21 사업에 선정된 사업단 및 교육ㆍ연구단에 한하여 적용
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 (별표 1)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의 [별표 1], 제5조)은 2001학년도부터 시행
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43조의 [별표 2])은 200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4조, 제6조, 제8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의2)은 2002

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의 [별표1])은 200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의3,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의 2, 제38조, 제44조, 제47조, 제48조)은 200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중 제13조는 2001년 8월 31일부로 소급적용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 제10조, 제16조 2항 및 3항은 2002년도 9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 제3조 1항, 제4조 2항, 제7조의 3, 제13조, 제16조 1항,

제21조, 제21조의 2, 제23조, 제27조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 제2조, 제5조 4호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의 [별표 1])은 200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4조 2항)은 2005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43조 [별표 2])은 200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0조 1항 및 2항)은 200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조 및 제5조 4호)은 2005년 9월 진입자부터 시행한
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1항 [별표 1] 및 제5조 4호 나)은 2006년 3월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1) 이 개정학칙(제29조 1항, 2항)은 2006년 9월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학칙(제11조 3항)은 2007년 3월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5조 제1항)은 2006년 9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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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6조 제3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43조 [별표2])은  2006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0조 제1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별표1-1] 및 제43조 [별표2])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별표 1] 및 [별표 1-1])은 2007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별표 1] 및 제43조 [별표2])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별표 1])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6조 제3항)은 2008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별표 1])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7조의3 제1항, 제39조 제1항)은 2008학년도 제1학기
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1조 제2항 및 제49조)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7조의3 제2항 및 제13조의2)은 학칙 제정일로부터 소
급 적용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1조 제3항)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별표 1], [별표 1-1] 및 제43조 [별표2])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별표 1])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별표 1]의 3)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조 4항, 제3조 제1항 [별표 1]의 1, [별표 1-1] 및 제
43조 [별표2])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43조 [별표 2])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별표 1], [별표 1-2])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43조 [별표 2])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별표 1] 및 제43조 [별표2])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별표 1]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43조 [별표 1-1], [별표 2])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조, 제2조의5 신설, 제8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제28

조의2 제1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41조)은 2011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별표 1], [별표 1-1] 및 제43조 [별표2])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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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7조의3)은 2012년 11월 9일 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5조 제4호, 제29조 제2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별표 1], [별표 1-1] 및 제43조 [별표2])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원주의과대학 의학과 이학석사/박사 학위명
과 글로벌의생명학과 의학석사/박사 학위명은 2014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적
용한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별표1], [별표1-1] 및 제3조[별
표1-2], 제6조의 2항, 제43조 [별표2])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1) 이 개정학칙(제2조의6 신설, 제3조 제2항, 제8조 제4항, 제10조 제
2항, 제11조 제3항, 제17조 제2항, 제21조의2, 제27조, 제31조 제2항 신설, 제33

조, 제35조, 제42조)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방사선학과의 방사선융합공학과의 학과명 변경과 수여학위명 이학석사, 이
학박사에서 공학석사, 공학박사로 변경은 2014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하
며, 그 이전 입학생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별표1]은 201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79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2조의6 제2항 및 제
3항 신설, 제3조 제1항의 〔별표1〕, 제13조의2 조명칭 변경, 제42조 조명칭 변
경 및 제2항 신설, 제43조 〔별표2〕)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
문사회의학협동과정의 학위명 신설 건은 2015년 8월 학위수여대상자부터 적용
됨.

◯80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1조 제4항 신설, 제3조 제1항 [별표1], 제3조 제1항 
[별표1-1], 제43조 [별표2] 개정)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8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3조 별표1, 별표1-1, 별표1-2, 제17조 제1항, 제42조 
제2항, 제43조 별표2, 제51조)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3조 별표1)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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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학위과정별(캠퍼스) 입학정원 현황
□ 일반 학위과정

1. 서울캠퍼스

석사학위과정 : 1,270명

박사학위과정 :  1,060명

2. 국제캠퍼스

석사학위과정 : 18명

박사학위과정 :  53명

3. 원주캠퍼스

석사학위과정 : 145명

박사학위과정 : 103명

□ 계약학과 학위과정 [정원 외]

1. 서울캠퍼스

석사학위과정 :           42명

박사학위과정 :           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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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학위과정별 설치학과

1. 서울캠퍼스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대학 학과 대학 학과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노어노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사 학 과 사 학 과
철 학 과 철 학 과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 심리학과

상경대학 경제학과 상경대학 경제학과
응용통계학과 응용통계학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이과대학

수 학 과

이과대학

수 학 과
물리학과 물리학과
화 학 과 화 학 과

지구
천문
대기
학부

지구시스템과학과 지구
천문
대기
학부

지구시스템과학과
천문우주학과 천문우주학과
대기과학과 대기과학과

협동과정
(계약학과)

광과학․공학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도시공학과 도시공학과

컴퓨터과학과 컴퓨터과학과
정보산업공학과 정보산업공학과

협동과정
(계약학과)

엔지니어링융합

협동과정
(계약학과)

첨단방위산업학 협동과정
(계약학과)

첨단방위
산업학

협동과정
(계약학과)

융합기술
경영공학

협동과정
(계약학과)

투자정보
공학

협동과정
(계약학과)

투자정보
공학

생명시스템
대    학 생명과학부

시스템생물학 생명시스템
대    학 생명과학부

시스템생물학
생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생명공학
신과대학 신 학 과 신과대학 신 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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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대학 학과 대학 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사회학과

문화인류학과
법과대학 법 학 과 법과대학 법 학 과법학과 LL.M
음악대학 음악학과 음악대학 음악학과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실내건축학과 실내건축학과

아동ㆍ가족학과 아동ㆍ가족학과
생활디자인학과 생활디자인학과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

체육학과 체육학과
스포츠레저학과 스포츠레저학과

의과대학
의 학 과

의과대학
의 학 과

보건학과 보건학과
의과학과 의과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응용생명과학과 응용생명과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학 과 간
협동과정

비교문학

학 과 간 
협동과정

비교문학
인지과학 인지과학
한 국 학 한 국 학

생물소재공학 생물소재공학
생체공학 생체공학
지 역 학 지 역 학

언어정보학 언어정보학
기술경영학 기술경영학
언어병리학 언어병리학

정보저장공학 정보저장공학
의료법ㆍ윤리학 의료법ㆍ윤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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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대학 학과 대학 학과

학 과 간
협동과정

의학전산통계학

학 과 간
협동과정

의학전산통계학
문 화 학 문 화 학

나노과학기술 나노과학기술
통 일 학 통 일 학
노화과학 노화과학

나노메디칼 나노메디칼
사회복지정책학

기후변화에너지융합기술 기후변화에너지융합기술
인문사회의학 인문사회의학

기술정책 기술정책
나노물질 의생명 나노물질 의생명

대학원 학과 계산과학공학 대학원 학과 계산과학공학
융합오믹스의생명과학 융합오믹스의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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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대학 학과 대학 학과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과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학과간협동과정 제약의료․규제과학 학과간협동과정 제약의료․규제과학

2. 국제캠퍼스

3. 원주캠퍼스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대학 학과 대학 학과

인문예술대학

국어국문학과

인문예술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 학 과 사 학 과
철 학 과 철 학 과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과학기술대학

수 학 과

과학기술대학

수 학 과
물리학과 물리학과
화 학 과 화 학 과

생명과학기술학과 생명과학기술학과
전산학과 전산학과

응용통계학과 응용통계학과
패키징학과 패키징학과

정경대학

경제학과

정경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법 학 과 법 학 과

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학과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환경공학과 환경공학과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의공학과 의공학과
방사선융합공학과 방사선융합공학과

원주의과대학
의 학 과

원주의과대학
의 학 과

간호학과 글로벌의생명학과
치위생학과

글로벌의생명학과
웰니스건강노화 융합학과

학 과 간협동과정 디자인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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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명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O O

한국화학연구원  O O

한국원자력연구원 O O

한국지질자원연구원 O O

국립환경연구원    O O

한국전자통신연구원 X O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O O

한국표준과학연구원  O O

한국생산기술연구원  O O

한국가스공사  O O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O O

포항산업과학연구원  O O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 O

생명공학연구원  O O

삼성전자   O O

기상연구소 O O

전파연구소 X O

한국세라믹기술원 O O

삼성전기   O O

삼성 SDI O O

전자부품연구원   O O

한국철도기술연구원  O O

질병관리본부 O O

한국원자력의학원 O O

국립암센터 X O

한국천문연구원 O O

한국전력공사 X O

[별표 1-2] 학위과정별 학·연·산 협동과정 설치 연구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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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학위과정별, 학과 및 전공별 학위수여명

1. 석사학위과정                                                (서울캠퍼스)
대 학 학 과 국문학위명 영문학위명 후드코드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M.A.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PANTONE 5315C

중어중문학과 문학석사 M.A. in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PANTONE 5315C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M.A.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PANTONE 5315C

독어독문학과 문학석사 M.A. in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PANTONE 5315C

불어불문학과 문학석사 M.A. in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PANTONE 5315C

노어노문학과 문학석사 M.A. in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PANTONE 5315C

사  학  과 문학석사 M.A. in History PANTONE 5315C

철  학  과 문학석사 M.A. in Philosophy PANTONE 5315C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석사 M.A.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ANTONE 5315C

기록관리학석사 M.A. in Record Management and Archives PANTONE 5315C

심리학과 문학석사 M.A. in Psychology PANTONE 5315C

상경대학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M.A. in Economics PANTONE 440C

응용통계학과 통계학석사 M.A. in Statistics PANTONE 440C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M.S. in Business Administration PANTONE 477C

이과대학

수 학 과 이학석사 M.S. in Mathematics PANTONE 136C

물리학과 이학석사 M.S. in Physics PANTONE 136C

공학석사 M.S. in Applied Physics PANTONE 172C

화 학 과 이학석사 M.S. in Chemistry PANTONE 136C

지구천문대기학부

지구시스템과학과 이학석사 M.S. in Geological Science PANTONE 136C

천문우주학과 이학석사 M.S. in Astronomy PANTONE 136C

대기과학과 이학석사 M.S. in Atmospheric Science PANTONE 136C

협동
과정
(계약
학과)

광과학․공학

이학석사 M.S. in Optics and Photonics PANTONE 136C

공학석사 M.S. in Optics and Photonics PANTONE 172C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공학석사 M.S. in Chemical Engineering PANTONE 172C

전기전자공학과 공학석사 M.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PANTONE 172C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M.S.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PANTONE 172C

건축학석사 M.S. in Architecture PANTONE 172C

토목환경공학과 공학석사 M.S. in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PANTONE 172C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M.S. in Mechanical Engineering PANTONE 172C

금속공학과 공학석사 M.S. in Metallurgical Engineering PANTONE 172C

세라믹공학과 공학석사 M.S. in Ceramic Engineering PANTONE 172C

신소재공학과 공학석사 M.S. in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PANTONE 172C

도시공학과 공학석사 M.S. in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 PANTONE 172C

컴퓨터과학과 공학석사 M.S. in Computer Science PANTONE 172C

정보산업공학과 공학석사 M.S. in Industrial Systems Engineering PANTONE 172C

협동
과정
(계약
학과)

엔지니어
링융합 공학석사 MS in Integrated Engineering PANTONE 172C

첨단방위
산업학 공학석사 M.S. in Engineering PANTONE 172C

투자정보
공학 공학석사 M.S. in Investment 

Information Engineering
PANTONE 172C

생명시스템대      학
생명과학부

시스템생물학 이학석사 M.S. in Systems Biology PANTONE 136C

생화학 이학석사 M.S. in Biochemistry PANTONE 136C

생명공학 공학석사 M.S. in Biotechnology PANTONE 17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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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학 과 국문학위명 영문학위명 후드코드

신과대학 신 학 과 신학석사 Master of Theology(Th.M.) PANTONE 187C

사회과학
대    학

정치학과 정치학석사 M.A. in Political Science PANTONE 2765C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M.A. in Public Administration PANTONE 295C

신문방송학과 언론학석사 M.A. in Communication PANTONE 2765C

사회학과 문학석사 M.A. in Sociology PANTONE 5315C

문화인류학과 문학석사 M.A in Cultural Anthropology PANTONE5315C

M.A in Gender and Cultural Studies PANTONE5315C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석사 Master of Law PANTONE 518C

음악대학 음악학과 음악석사 Master of Music PANTONE 190C

생활과학
대    학

의류환경학과 이학석사 M.S. in Clothing and Textiles PANTONE 136C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M.S. in Food and Nutrition PANTONE 136C

실내건축학과 이학석사 M.S. in Interior Architecture & Built
Environment

PANTONE 136C

아동ㆍ가족학과 문학석사 M.A. in Child and Family Studies PANTONE 5315C

생활디자인학과 디자인석사 Master of Design PANTONE 7451C

교육과학
대    학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M.A. in Education PANTONE 306C

체육학과 체육학석사 M.S. in Physical Education PANTONE 5757C

스포츠레저학과 스포츠레저학석사 Master of Sports and Leisure Studies PANTONE 5757C

의과대학
의 학 과 의학석사 Master of Medical Science PANTONE 3308C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Master of Public Health PANTONE 151C

의과학과 의학석사 Master of Medical Science PANTONE 3308C

이학석사 Master of Medical Science PANTONE 136C

치과대학 치의학과
응용생명과학

치의학석사 Master of Dental Science PANTONE 528C

이학석사 M.S. in Applied Life Science PANTONE 136C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M.S. in Nursing PANTONE1365C

학 과 간
협동과정

비교문학 문학석사 M.A. in Comparative Literature PANTONE 5315C

인지과학

인지과학석사 M.S. in Cognitive Science PANTONE 5315C

문학석사 M.A. in Cognitive Science PANTONE 5315C

공학석사 M.S. in Cognitive Science and Engineering PANTONE 172C

경영학석사 M.A. in Cognitive Science and Management PANTONE 477C

이학석사 M.S. in Cognitive Science PANTONE 136C

한 국 학 문학석사 M.A. in Korean Studies PANTONE 5315C

생물소재공학 이학석사 M.S. in Bio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PANTONE 136C

공학석사 M.S. in Bio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PANTONE 172C

생체공학 이학석사 M.S. in Biomedical Engineering PANTONE 136C

공학석사 M.S. in Biomedical Engineering PANTONE 172C

지 역 학 지역학석사 M.A. in Area Studies PANTONE5315C

언어정보학

정보학석사 M.A. in Linguistic Information Science PANTONE5315C

문학석사 M.A.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Informatics
PANTONE5315C

문학석사 M.A. in Computational Linguistics PANTONE5315C

이학석사 M.S. in Linguistic Information Science PANTONE 136C

공학석사 M.S. in Computational Linguistics PANTONE 172C

공학석사 M.S. in Linguistic Informatics and

Engineering
PANTONE 17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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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학 과 국문학위명 영문학위명 후드코드

학 과 간
협동과정

기술경영학

공학석사 M.S. in Computer Science PANTONE 172C

공학석사 M.S. in Industrial Systems Engineering PANTONE 172C

공학석사 M.S. in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PANTONE 172C

경영학석사 M.S. in Business Administration PANTONE 477C

통계학석사 M.A. in Statistics PANTONE 440C

경제학석사 M.A. in Economics PANTONE 440C

언어병리학 언어병리학석사 M.S.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PANTONE 262C

정보저장공학 공학석사 M.S. in Information Storage Engineering PANTONE 172C

의 료 법
윤 리 학

보건학석사 Master of Public Health in Medical Law and Ethics PANTONE 151C

법학석사 Master of Law in Health Care Law PANTONE 518C

문학석사 M.A. in Bioethics PANTONE 5315C

의학전산
통 계 학

의학전산
통계학석사 M.S. in Biostatistics and Computing PANTONE 136C

문 화 학 문학석사 M.A. in Culture and Gender Studies PANTONE5315C

나노과학기술 이학석사 M.S. in Nano Science and Technology PANTONE 136C

공학석사 M.S. in Engineering PANTONE 172C

통 일 학 통일학석사 M.A. in Korean Unification Studies PANTONE2765C

노화과학 이학석사 M.S. in Science for Aging PANTONE 136C

나노메디칼 이학석사 M.S. in Science PANTONE 136C

공학석사 M.S. in Engineering PANTONE 172C

기후변화에너
지융합기술 공학석사 M.S in Climate Change Energy Engineering PANTONE 172C

인문사회의학
문학석사 M.A.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Medicine
PANTONE5315C

의학교육석사 Master in Medical Education PANTONE 306C

인문사회의학
석사

Master in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PANTONE 5315C

기술정책 공학석사 M.S.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PANTONE 172C

나노물질․의
생명

이학석사 M.S in Chemistry PANTONE 136C

M.S in Biomedical Science PANTONE 136C

공학석사 Ms. in Biotechnology PANTONE 172C

대학원학
과

계산과학공학
이학석사 M.S. in Comput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Mathematics
PANTONE 136C

공학석사 M.S. in Comput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Mechanical/Electrical
Engineering

PANTONE 172C

융합오믹스 의생명과학
이학석사 M.S. in Biomedical Sciences PANTONE 136C

공학석사 M.S. in Biomedical Sciences PANTONE 17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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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캠퍼스)

대 학 학 과 국문학위명 영문학위명 후드코드

공과대학 글로벌융합
공학과 공학석사 M.S. in Engineering PANTONE 172C

약학대학 약 학 과 약학석사 M.S. in Pharmacy PANTONE5757C

학 과 간
협동과정

제약의료․

규제과학
이학석사 M.S. in Pharmaceutical Medicine PANTONE 136C

약학석사 M.S. in Pharmacy PANTONE575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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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캠퍼스)

대 학 학 과 국문학위명 영문학위명 후드코드

인문예술
대    학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M.A.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PANTONE 5315C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M.A.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PANTONE 5315C

사 학 과 문학석사 M.A. in History PANTONE 5315C

철 학 과 문학석사 M.A. in Philosophy PANTONE 5315C

산업디자인학과 이학석사 M.S. in Industrial Design PANTONE 136C

시각디자인학과 디자인학석사 M.S. i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PANTONE 7451C

과학기술
대    학

수 학 과 이학석사 M.S. in Mathematics PANTONE 136C

물리학과 이학석사 M.S. in Physics PANTONE 136C

화 학 과 이학석사 M.S. in Chemistry PANTONE 136C

생명과학기술학과 이학석사 M.S. in Biology Science and Technology PANTONE 136C

전산학과 이학석사 M.S. in Computer Science PANTONE 136C

응용통계학과 통계학석사 M.A. in Statistics PANTONE 440C

패키징학과 이학석사 M.S. in Packaging PANTONE 136C

정경대학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M.A. in Economics PANTONE 440C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M.S. in Business Administration PANTONE 477C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학석사 M.A. i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PANTONE 477C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M.A. in Public Administration PANTONE 295C

법 학 과 법학석사 Master of Law PANTONE 518C

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학석사 M.A. in International Relations PANTONE 2765C

보건과학
대    학

보건행정학과 보건학석사 Master of Health Administration PANTONE 151C

환경공학과 공학석사 M.S.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PANTONE 172C

임상병리학과 이학석사 M.S. in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PANTONE 136C

의공학과 공학석사 M.S. in Biomedical Engineering PANTONE 172C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석사 M.S. in Physical Therapy PANTONE 136C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학석사 M.S. in Occupational Therapy PANTONE 136C

방사선융합공학과 공학석사 M.S. in Radiation Convergence Engineering PANTONE 172C

원주의과
대    학

의학과 의학석사 Master of Medical Science PANTONE 3308C

이학석사 Master of Medical Science PANTONE 136C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M.S. in Nursing PANTONE 1365C

치위생학과 치위생학석사 Master of Dental Hygiene PANTONE 528C

글로벌의생명
학과

의학석사 Master of Medical Science PANTONE 3308C

이학석사 Master of Medical Science PANTONE 136C

웰니스건가노
화융합학과

이학석사 M.S in Biomedical Science PANTONE 136C

보건학석사 M.S in Public Health PANTONE 151C

학 과 간
협동과정 디자인경영학 경영학석사 M.S. in Design Management PANTONE 47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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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사학위과정 (서울캠퍼스)

대 학 학 과 국문학위명 영문학위명 후드코드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Ph.D.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PANTONE 5315C

중어중문학과 문학박사 Ph.D. in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PANTONE 5315C

영어영문학과 문학박사 Ph.D.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PANTONE 5315C

독어독문학과 문학박사 Ph.D. in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PANTONE 5315C

불어불문학과 문학박사 Ph.D. in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PANTONE 5315C

노어노문학과 문학박사 Ph.D. in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PANTONE 5315C

사 학 과 문학박사 Ph.D. in History PANTONE 5315C

철 학 과 철학박사 Ph.D. in Philosophy PANTONE 2768C

문헌정보학과 문학박사 Ph.D.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ANTONE 5315C

기록관리학박사 Doctor of Record Management and Archives PANTONE 5315C

심리학과 철학박사 Ph.D. in Psychology PANTONE 2768C

상경대학 경제학과 경제학박사 Ph.D. in Economics PANTONE 440C

응용통계학과 통계학박사 Ph.D. in Statistics PANTONE 440C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Ph.D. in Business Administration PANTONE 136C

이과대학

수 학 과 이학박사 Ph.D. in Mathematics PANTONE 136C

물리학과 이학박사 Ph.D. in Physics PANTONE 136C

공학박사 Ph.D. in Applied Physics PANTONE 172C

화 학 과 이학박사 Ph.D. in Chemistry PANTONE 136C

지구 천문대기학부

지구시스템과학과 이학박사 Ph.D. in Geological Science PANTONE 136C

천문우주학과 이학박사 Ph.D. in Astronomy PANTONE 136C

대  기과학과 이학박사 Ph.D. in Atmospheric Science PANTONE 136C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공학박사 Ph.D. in Chemical Engineering PANTONE 172C

전기전자공학과 공학박사 Ph.D.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PANTONE 172C

건축공학과 공학박사 Ph.D.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PANTONE 172C

건축학박사 Ph.D. in Architecture PANTONE 172C

토목환경공학과 공학박사 Ph.D. in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PANTONE 172C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Ph.D. in Mechanical Engineering PANTONE 172C

금속공학과 공학박사 Ph.D. in Metallurgical Engineering PANTONE 172C

세라믹공학과 공학박사 Ph.D. in Ceramic Engineering PANTONE 172C

신소재공학 공학박사 Ph.D. in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PANTONE 172C

도시공학과 공학박사 Ph.D. in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 PANTONE 172C

컴퓨터과학과 공학박사 Ph.D. in Computer Science PANTONE 172C

정보산업공학과 공학박사 Ph.D. in Industrial Systems Engineering PANTONE 172C

협동
과정
(계약
학과)

첨단방위
산업학 공학박사 Ph.D. in Engineering PANTONE 172C

융합기술
경영공학 공학박사 Ph.D. in Convergence Technology &

Management Engineering
PANTONE 172C

투 자 
정 보 
공학

공학 박사
Ph.D. in Investment
Information Engineering

PANTONE172C

생명시스템
대      학

생명
과학
부

시스템생물학 이학박사 Ph.D. in Systems Biology PANTONE 136C

생화학 이학박사 Ph.D. in Biochemistry PANTONE 136C

생명공학 공학박사 Ph.D. in Biotechnology PANTONE 172C

신과대학 신 학 과 신학박사 Ph.D. in Theology PANTONE 172C

상담코칭학박사 Ph.D. in Counselling and Coaching PANTONE 172C

사회과학
대    학

정치학과 정치학박사 Ph.D. in Political Science PANTONE 187C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Ph.D. in Public Administration PANTONE 2765C

신문방송학과 언론학박사 Ph.D. in Communication PANTONE 295C

사회학과 문학박사 Ph.D. in Sociology PANTONE 2765C

법과대학 법 학 과 법학박사 Ph.D. in Law PANTONE 518C



- 26 -

대 학 학 과 국문학위명 영문학위명 후드코드

음악대학 음악학과
음악박사 Doctor of Musical Arts(D.M.A.) PANTONE 190C

음악이론박사 Ph.D. in Music Theory PANTONE 190C

음악학박사 Ph.D. in Musicology PANTONE 190C

생활과학
대    학

의류환경학과 이학박사 Ph.D. in Clothing and Textiles PANTONE 136C

식품영양학과 이학박사 Ph.D. in Food and Nutrition PANTONE 136C

실내건축학과 이학박사 Ph.D. in Interior Architecture & Built
Environment

PANTONE 136C

아동ㆍ가족학과 문학박사 Ph.D. in Child and Family Studies PANTONE 5315C

생활디자인학과 디자인박사 Ph.D. in Design PANTONE 7451C

교육과학
대    학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Ph.D. in Education PANTONE 306C

체육학과 체육학박사 Ph.D. in Sports Science PANTONE5757C

스포츠레저학과 스포츠레저학박사 Ph.D. in Sports and Leisure Studies PANTONE5757

의과대학
의 학 과 의학박사 Ph.D. in Medical Science PANTONE 3308C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Ph.D. in Public Health PANTONE 151C

의과학과 의학박사 Ph.D. in Medical Science PANTONE 136C

이학박사 Ph.D. in Medical Science PANTONE 136C

치과대학 치의학과
응용생명과학

치의학박사 Ph.D. in Dental Science PANTONE 528C

이학박사 Ph.D. in Applied Life Science PANTONE 136C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Ph.D. in Nursing PANTONE 1365C

학 과 간
협동과정

비교문학 문학박사 Ph.D. in Comparative Literature PANTONE 5315C

인지과학

인지과학박사 Ph.D. in Cognitive Science PANTONE 5315C

철학박사 Ph.D. in Cognitive Science PANTONE 2768C

문학박사 Ph.D. in Cognitive Science PANTONE 5315C

공학박사 Ph.D. in Cognitive Science and Engineering PANTONE 172C

경영학박사 Ph.D. in Cognitive Science and Management PANTONE 477C

이학박사 Ph.D. in Cognitive Science PANTONE 136C

한 국 학 문학박사 Ph.D. in Korean Studies PANTONE 5315C

생물소재공학 이학박사 Ph.D. in Bio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PANTONE 136C

공학박사 Ph.D. in Bio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PANTONE 172C

생체공학 이학박사 Ph.D. in Biomedical Engineering PANTONE 136C

공학박사 Ph.D. in Biomedical Engineering PANTONE 172C

지역학 지역학박사 Ph.D. in Area Studies PANTONE5315C

언어정보학

정보학박사 Ph.D. in Linguistic Information Science PANTONE 477C

문학박사 Ph.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Informatics
PANTONE5315C

문학박사 Ph.D. in Computational Linguistics PANTONE5315C

이학박사 Ph.D. in Linguistic Information Science PANTONE 136C

공학박사 Ph.D. in Computational Linguistics PANTONE 172C

공학박사 Ph.D. in Linguistic Informatics and

Engineering
PANTONE 172C

기술경영학

공학박사 Ph.D. in Computer Science PANTONE 172C

공학박사 Ph.D. in Industrial Systems Engineering PANTONE 172C

공학박사 Ph.D. in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PANTONE 172C

경영학박사 Ph.D. in Business Administration PANTONE 477C

통계학박사 Ph.D. in Statistics PANTONE 440C

경제학박사 Ph.D. in Economics PANTONE 44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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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학 과 국문학위명 영문학위명 후드코드

학 과 간
협동과정

언어병리학 언어병리학박사 Ph.D. in Speech Pathology PANTONE 172C

정보저장공
학 공학박사 Ph.D. in Information Storage Engineering PANTONE 172C

의료법ㆍ
윤리학

보건학박사 Ph.D. in Medical Law and Ethics PANTONE 151C

법학박사 Ph.D. in Health Care Law PANTONE 518C

문학박사 Ph.D. in Bioethics PANTONE 5315C

의학전산통 계 학 의학전산통계학박사 Ph.D. in Biostatistics and Computing PANTONE 136C

문 화 학 문학박사 Ph.D. in Culture and Gender Studies PANTONE 5315C

나노과학기
술

이학박사 Ph.D. in Nano Science and Technology PANTONE 136C

공학박사 Ph.D. in Engineering PANTONE 172C

통일학 통일학박사 Ph.D. in Korean Unification Studies PANTONE2765C

노화과학 이학박사 Ph.D. in Science for Aging PANTONE 136C

나노메디칼 이학박사 Ph.D. in Science PANTONE 136C

공학박사 Ph.D. in Engineering PANTONE 172C

사회복지정
책 사회복지학박사 Ph.D. in Social Welfare PANTONE 3005C

기후변화에너

지 융합기술
공학 박사

Ph.D. in Climate   Change Energy 

Engineering
PANTONE172C

나노물질‧의생

명

이학 박사
Ph.D. in Chemistry

PANTONE136C
Ph.D. in Biomedical Science

공학 박사 Ph.D. in Biotechnology PANTONE172C

인문사회의
학

문학박사 Ph.D.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Medicine
PANTONE 5315C

의학교육박사 Ph.D. in Medical Education PANTONE 306C

인문사회의학
박사

Ph.D. in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PANTONE 5315C

기술정책 공학박사 Ph.D.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PANTONE 172C

대학원학과
계산과학공

학
이학박사 Ph.D. in Comput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Mathematics
PANTONE 136C

공학박사 Ph.D. in Comput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Mechanical/Electrical Engineering PANTONE 172C

융합오믹스 의생명과학
이학박사 Ph.D. in Biomedical Sciences PANTONE 136C

공학박사 Ph.D. in Biomedical Sciences PANTONE 172C

(국제캠퍼스)

대 학 학 과 국문학위명 영문학위명 후드코드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과 공학박사 Ph.D. in Engineering PANTONE 172C

약학대학 약 학 과 약학박사 Ph.D. in Pharmacy PANTONE5757C

학 과 간협동과정 제약의료 ․ 규제과학
이학박사 Ph.D. in Science PANTONE 136C

약학박사 Ph.D. in Pharmacy PANTONE575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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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캠퍼스)

대 학 학 과 국문학위명 영문학위명 후드코드

인문예술
대    학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Ph.D.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PANTONE 5315C

영어영문학과 문학박사 Ph.D.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PANTONE 5315C

사 학 과 문학박사 Ph.D. in History PANTONE 5315C

철 학 과 철학박사 Ph.D. in Philosophy PANTONE 2768C

산업디자인학과 이학박사 Ph.D. in Industrial Design PANTONE 136C

시각디자인학과 디자인학박사 Ph.D. in Design PANTONE 7451C

과학기술
대    학

수 학과 이학박사 Ph.D. in Mathematics PANTONE 136C

물리학과 이학박사 Ph.D. in Physics PANTONE 136C

화 학 과 이학박사 Ph.D. in Chemistry PANTONE 136C

생명과학기술학과 이학박사 Ph.D. in Biology Science and Technology PANTONE 136C

전산학과 이학박사 Ph.D. in Computer Science PANTONE 136C

응용통계학과 통계학박사 Ph.D. in Statistics PANTONE 440C

패키징학과 이학박사 Ph.D. in Packaging PANTONE 136C

정경대학

경제학과 경제학박사 Ph.D. in Economics PANTONE 440C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Ph.D. in Business Administration PANTONE 477C

경영정보학과 경영학박사 Ph.D. in Business Administration PANTONE 477C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Ph.D. in Public Administration PANTONE 295C

법 학 과 법학박사 Ph.D. in Law PANTONE 518C

국제관계학과 정치학박사 Ph.D. in Political Science PANTONE 2765C

보건과학
대    학

보건행정학과 보건학박사 Ph.D. in Health Administration PANTONE 151C

환경공학과 공학박사 Ph.D.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PANTONE 172C

임상병리학과 이학박사 Ph.D. in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PANTONE 136C

의공학과 공학박사 Ph.D. in Biomedical Engineering PANTONE 172C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박사 Ph.D. in Physical Therapy PANTONE 136C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학박사 Ph.D. in Occupational Therapy PANTONE 136C

방사선융합공학과 공학박사 Ph.D. in Radiation Convergence Engineering PANTONE 172C

원주의과대    학
의 학 과 의학박사 Ph.D. in Medical Science PANTONE 3308C

이학박사 Ph.D. in Medical Science PANTONE 136C

글로벌 
의생명학과

의학박사 Ph.D. in Medical Science PANTONE 3308C

이학박사 Ph.D. in Medical Science PANTONE 13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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