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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 설립배경 및 비전

  21세기에 들어서 다양한 질병들의 극복을 통한 인류복지의 증진을 위해 생명과학, 특히 의생명과
학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고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연구들을 통하여 생명과학 분야는 믿기지 
않을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일반대학원 의학과 의생명과학계열(기초의학대학원)은 이러한 의생명과학의 발전과 발맞추어 창의
적이고 혁신적 교육을 통한 21세기 의생명과학분야를 선도할 인재양성과 더불어 첨단 연구를 통해 
기초 의과학 지식 발전과 인류복지에 기여함으로써 세계 일류 수준의 대학원으로 발돋움해 나갈 것
을 목표로, 석사과정은 1999년 3월, 박사과정은 2000년 3월에 신설되었다.

  우리 대학원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에 의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다양
한 의생명과학 분야 첨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초의학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연구결과
들을 국내최고의 임상연구 환경을 갖춘 삼성의료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질병 관련 중계연구로 응용·발
전시킴으로써 질병 관련 지식과 치료기술 개발을 통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대학원은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명문 의생명과학 대학원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의생명과학분야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의생명과학분야
를 선도해 나갈 세계적인 의과학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
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Ⅰ.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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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 교육목표
  의학과 의생명과학계열은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학문의 진리를 탐구하여, 세계 의생명과학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실천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는 도전정신
21세기에 들어서 생명과학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결과가 나오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새로이 제시되는 연구결과를 올바로 취사 선택하고, 
비판하여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2. 새로운 이론 및 다양한 연구 기법 습득
과학과 기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제기된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3. 창의적인 연구로 의생명과학 선도
끊임없는 연구활동으로, 세계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의과학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한다는 태도와 사명감을 발휘하여야 한다.

  21세기에 들어서 생명과학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으로 생명의 신비를 벗기는 획기적 연구결과와 그에 대
한 대중적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생물학 연구의 중요한 목적은 질병치료 기술을 발전시켜 
인류의 건강을 증진 시키는데 있다. 

  의학과 의생명과학계열에서는 자연과학 또는 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의생명과학의 기본이 되는 생화
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약리학, 생리학, 병리학, 사회의학, 해부학 등의 기본 의학지식을 교육하고, 의
학을 전공한 학생들에게는 자연과학 분야의 첨단 분야 교육에 역점을 두고 교육함으로써 학위를 취득한 
후에는 생명과학과 의학에 모두 능통한 명실상부한 의생명과학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철저한 인간 중심 그리고 질병 중심의 생명과학 교육을 수행하여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
고 응용 가능한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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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 교육과정 개요

1.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 일반대학원 의학과 의생명과학계열은 생명의과학분야 7개 전공(생화학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약리학, 면역

학, 기생충학, 생리학, 해부세포생물학), 사회의학분야 1개 전공(사회의학) 및 3개 심화전공 (종양생물학, 
신경생물학, 감염및면역학)으로 운영하며, 교과목 운영은 대학원의학과학사관리위원회 산하 의생명과학계열 
소위원회에서 통합 관리

분야 세부전공 전공수 비  고

생명의과학
➀생화학분자생물학, ➁미생물학, ➂약리학, ➃면역학,
➄기생충학,         ➅생리학,   ➆해부세포생물학 7

사회의학 ➀사회의학 1

심화전공 ➀종양생물학, ➁신경생물학, ➂감염및면역학 3

합           계 11

2. 교과목 구성
◦ 전공과목은 공통과목 및 일반과목으로 구성되며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공필과목 6학점, 석박통합과정은 

공필과목 12학점을 취득해야 함.
※ 공필과목(공통필수교과목)은 대학원의학과학사관리위원회 산하 의생명과학계열소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개설
※ 2013학번 이전 석박통합과정 공필과목은 6학점

3. 이학/의학 학위 선택 가능
◦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계열 학위과정은 이학 석·박사 학위 및 의학 석·박사 학위 중 선택하여 취득 가능
◦ 2006년도 입학생부터는 이학 석·박사 학위과정을 기본으로 운영하며, 

◦ 의학 석·박사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의학 교과목(교과목명 ‘의학’이 표시된 과목)을 12학점 이수하여야 함
◦ 의생명과학계열 학위수여대상자 중 ‘이학’ 학위를 ‘의학’ 학위로 변경할 자격을 충족하여 ‘의학’ 학위를 수여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신청기간에 [학위명변경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를 제출해야 함
※ 신청기간: 매학기 기말고사 기간(수업일수 16/16)

◦ 사회의학의 경우, 이학/의학 학위 과정 선택에 관계없이 의학과(의생/임상) 개설과목 전체(무엇이든)를 공통
과목으로 인정하며 모든 과목 수강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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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교과목(65)
과목명 학점 학수번호 담당교수 교실(분과) 비고

감각신경학 3 MED5450 강경진 해부세포생물학 심화
고급신경계조직학 3 MED5451 주경민 해부세포생물학
고급인체발생학 3 MED5452 주경민 해부세포생물학
암줄기세포생물학 3 MED5453 주경민 해부세포생물학
이미징연구방법론 3 MED5505 이경훈 해부세포생물학
인간질병의분자및세포생물학연구 3 MED5501 권일민 해부세포생물학
임상해부학1 3 MED5291 이경훈/성덕현 해부세포생물학 임상전용
임상해부학2 3 MED5297 이경훈/문영완 해부세포생물학 임상전용
임상해부학3 3 MED5306 이경훈/성덕현 해부세포생물학 임상전용
줄기세포연구의최신지견 3 MED5454 주경민 해부세포생물학
최신연구논문강독 3 MED5504 강경진 해부세포생물학
세포칼슘신호 3 MED5183 박명규 생리학
신경계질환중개연구 3 MED5467 조하나 생리학 심화
신경과학 3 MED5468 정성권 생리학 심화
신경생리학 3 MED5292 김현진 생리학 의학
이온채널 3 MED5164 강동묵 생리학
인체생리학 3 MED5279 김현진 생리학 공필/의학
대사생화학1 3 MED5315 엄성희 생화학분자생물학
발생학 3 MED5455 강종순 생화학분자생물학 국제어
분자노화학 3 MED5295 신재균 생화학분자생물학 국제어
분자세포생물학개론 3 MED5456 김경규 생화학분자생물학 공필/국제어
생화학특강 3 MED5507 김경규 생화학분자생물학 국제어
세포생물학의최신동향 3 MED5457 강종순 생화학분자생물학 공필
세포신호전달 3 MED5294 김성태 생화학분자생물학
신경생화학 3 MED5458 안지인 생화학분자생물학
종양생물학 3 MED5296 백관혁 생화학분자생물학 공필/국제어/심화
종양생물학중개연구특론 3 MED5508 이창우 생화학분자생물학 국제어/심화
줄기세포및재생의학 3 MED5506 강종순 생화학분자생물학 국제어 
중개연구입문 3 MED5502 김덕환 생화학분자생물학 심화
감염및염증최신연구동향 3 MED5459 한명준 미생물학 공필/의학/심화
고급의학미생물학 3 MED5460 고관수 미생물학 심화
분자바이러스학 3 MED5235 안진현 미생물학
분자세균학 3 MED5293 신동우 미생물학
분자세포면역학 3 MED5288 김태진/이기영 면역학 공필/의학

04_ 교과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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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학점 학수번호 담당교수 교실(분과) 비고

임상면역학 3 MED5470 이기영 면역학 심화
임상의학개론 3 MED5480 이기영 면역학
세포사멸신호전달과조절 3 MED5499 이연종 약리학
신경약리이해 3 MED5500 신주호 약리학
유전독성학 3 MED5411 최정윤 약리학
호흡기약리학 3 MED5248 이윤송 약리학
감염병역학 3 MED5301 정해관 사회의학 의학/국제어
건강행태이론1 3 MED5461 이명순 사회의학
건강행태이론2 3 MED5462 이명순 사회의학
국제보건학개론 3 MED5410 박재현 사회의학
금속독성의역학적접근 3 MED5498 정해관 사회의학 심화
신경질환의역학 3 MED5245 정해관 사회의학 의학/국제어
암역학2 3 MED5401 신명희 사회의학 의학
역학원론 3 MED5236 신명희 사회의학 의학
영양역학 3 MED5402 신명희 사회의학 의학
의료관리연구세미나1 3 MED5404 박재현 사회의학 의학
의료관리연구세미나2 3 MED5405 박재현 사회의학 의학
중급역학 3 MED5286 신명희 사회의학 의학
지구환경변화와건강영향 3 MED5465 정해관 사회의학 국제어
환경역학 3 MED5244 정해관 사회의학 의학
의생명과학연구의현재1 3 MED5509 안지인 의생명(공동) 국제어
의생명과학연구의현재2 3 MED5510 안지인 의생명(공동) 국제어
석사논문연구 3 MED5474 강종순 의생명(공동) 의생전용
박사논문연구1 3 MED6008 이경훈 의생명(공동) 의생전용
박사논문연구2 3 MED6009 한명준 의생명(공동) 의생전용
박사논문연구3 3 MED6010 이경훈 의생명(공동) 의생전용
박사논문연구4 3 MED6011 이경훈 의생명(공동) 의생전용
의생명과학심층개별연구Ⅲ 3 MED5503 엄성희 의생명(공동) 연구중심 학위이수 전용
예방의학 3 MED4001 신명희 의생명(공동) 학석연계전용
의료법규 3 MED4002 이명순 의생명(공동) 학석연계전용
페이션트익스피리언스4 3 MED4003 권정이 의생명(공동) 학석연계전용





Ⅱ. 학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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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 학위과정 개요
1. 학위과정 주요 기준: 의생명과학계열

구     분 의생명과학계열(이하 의생계열) 비    고

학위과정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 석박사통합(이하 통합)

의무등록학기

(수업연한)
2년(4학기) 2년(4학기)

+ 4회(연구등록)
4년(8학기)

+ 4회(연구등록)
※ 박사/통합: 연구등록 4회 포함
※ 통합과정: 1년 단축 가능

수료학점 24학점 36학점 51학점 ※ 통합: 2011학번 이전 57학점
선수학점 이수

(2016학번 이후)
온라인 1학점 온라인 1학점 온라인 1학점 ※ 신입학 첫 학기 의무수강

공통필수(공필) 

교과목 이수
6학점 6학점 12학점 ※ 통합: 2013학번 이전 6학점

※ 전공시험 면제제도는
2013. 2학기부터 폐지

국제어수업 이수

(2007학번 이후)
3학점  3학점 6학점 ※ 2013. 2학기부터 전공과목 

국제어만 인정
(선택과목 국제어는 불인정)

개별연구과목

(논문연구과목)
3학점
제한

9학점
제한

12학점
제한

※ 2014학번 이후 적용
※ 2013학번 이전은,

석사6, 박사9, 통합12
연구중심학위이수

(심층개별연구과목)
해당없음 12학점

제한
15학점

제한 ※ 2016. 1학기부터 시행

과정별 수료조건
➀ 수업연한 등록
➁ 수료학점 취득(선수 + 공필 + 국제어수업 이수 포함)
➂ 평균성적 3.0 이상 

※ 未충족 시 졸업 불가

논문제출자격시험

(논자시)
➀ 외국어과목시험 합격
➁ 전공과목시험 합격

※ 외국어시험(외시)
※ 전공시험(전시)(舊 종시)

안전교육 이수
입학~본심 학기까지 매학기 1회씩 ※ 전공시험 및 본심 응시자격기준

※ 2012. 3월 이후
의생/임상 모두 적용4회 이상 5회 이상 8회 이상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졸업)

➀ 선수학점 이수
➁ 수료학점 및 의무등록학기 충족
➂ 외국어시험(외시) 합격
➃ 전공시험(전시) 합격
➄ 예비심사(예심) 합격
➅ 학술지 논문게재 조건 충족
 - 석사: 학술대회 발표 조건 충족
 - 박사/통합: 학술지 논문게재 조건 충족
➆ 안전교육 이수
➇ 본심사(본심) 합격

※ 선수 + 공필 + 국제어 포함
※ 舊 종시
※ 학위과정, BK21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기준 상이
※ 의생/임상 공통
※ 심사(舊 본심)

학위논문 제출
➀ 전자파일(학위논문 On-line 탑재) 제출
➁ 인쇄본 및 관련 서류 제출

※ 2016. 1학기부터 시행

학위명 이학, 의학(선택) ※ 세부전공: 박사만 표기

※ 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6학기 또는 7학기 내에 충족시킨 자는 2학기 또는 1학기 단축 가능
※ 수료학점: 석사 전공12+선택12, 박사 전공18+선택18, 석·박사통합 전공30+선택21(2011학번 이전 27)
※ ‘의학’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의학’ 표시된 교과목을 12학점 이수하고 본심 후 학위명변경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함
※ 개별연구과목: 2013학번 이전은 석사 6학점, 박사 9학점, 통합 12학점까지 인정

Ⅱ. 학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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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의생/임상 계열별 학위과정 주요 기준 비교
구     분 의생명과학계열 임상의학계열 비    고

학위과정
- 석사
- 박사
- 석·박사통합(이하 통합)

- 석사
- 박사 ※ 임상계열은 통합과정 

없음
의무등록학기

(수업연한)

- 석사: 2년(4학기)
- 박사: 2년(4학기) + 4회
- 통합: 4년(8학기) + 4회

- 석사: 2년(4학기)
- 박사: 2년(4학기) + 4회 ※ 연구등록 4회 포함

※ 통합 1년 단축 가능

수료학점
- 석사: 24학점
- 박사: 36학점
- 통합: 51학점

- 석사: 24학점
- 박사: 36학점 ※ 2011학번 이전 57학점

선수학점 이수

(2016학번 이후)
- 1학점(온라인) - 1학점(온라인) ※ 신입학 첫 학기 

의무수강
공통필수(공필) 

교과목 이수

- 석사:  6학점
- 박사:  6학점
- 통합: 12학점

- 석사:  6학점
- 박사:  6학점

※ 2013학번 이전 6학점
국제어수업 이수

(2007학번 이후)

- 석사:  3학점
- 박사:  3학점
- 통합:  6학점

- 석사:  3학점
- 박사:  3학점

※ 2013. 2학기부터 
전공과목 국제어만 
인정(선택과목 국제어 
불인정)

과정별 수료조건

➀ 수업연한 등록
➁ 수료학점 취득

※ 공통필수과목 이수 포함
※ 국제어수업 이수 포함

➂ 평균성적 3.0 이상 

➀ 수업연한 등록
➁ 수료학점 취득

※ 공통필수과목 이수 포함
※ 국제어수업 이수 포함

➂ 평균성적 3.0 이상 

※ 선수이수 포함

개별연구과목

(논문연구)

(2014학번 이후)

- 석사:  3학점 제한
- 박사:  9학점 제한
- 통합: 12학점 제한

- 해당 없음 ※ 의생계열만 해당
※ 2013학번 이전은,

석6, 박9, 통12
연구중심학위이수

(심층개별연구과목)

- 석사:  해당없음
- 박사: 12학점 제한
- 통합: 15학점 제한

- 해당 없음 ※ 의생계열만 해당
※ 2016. 1학기부터 시행

논문제출자격시험

(논자시)
- 외국어과목시험 합격
- 전공과목시험 합격

- 외국어과목시험 합격
- 전공과목시험 합격

※ 외국어시험(외시)
※ 전공시험(전시)(舊 종시)

안전교육 이수

- 석사: 입학~본심 학기까지 
매학기 1회씩, 4회 이상

- 박사: 입학~본심 학기까지 
매학기 1회씩, 5회 이상

- 통합: 입학~본심 학기까지 
매학기 1회씩, 8회 이상

- 석사: 입학~본심 학기까지 
매학기 1회씩, 4회 이상

- 박사: 입학~본심 학기까지 
매학기 1회씩, 5회 이상

※ 전공시험 및 본심 
응시자격기준

※ 2012. 3월 이후
의생/임상 모두 적용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졸업)

➀ 선수학점 이수
➁ 수료학점 및 의무등록학기 충족
➂ 외국어시험(외시) 합격
➃ 전공시험(전시) 합격
➄ 예비심사(예심) 합격
➅ 학술지 논문게재 조건 충족

※ 석사/박사/통합 상이
➆ 안전교육 이수
➇ 심사(본심) 합격

➀ 선수학점 이수
➁ 수료학점 및 의무등록학기 충족
➂ 외국어시험(외시) 합격
➃ 전공시험(전시) 합격
➄ 예비심사(예심) 합격
➅ 학술지 논문게재 조건 충족

※ 박사과정 만 해당
➆ 안전교육 이수
➇ 심사(본심) 합격

※ 2016학번 이후부터

※ 舊 종시
※ 계열별로 기준 상이
※ 의생/임상 공통
※ 심사(舊 본심)

학위논문 제출
➀ 전자파일 제출
➁ 인쇄본 및 관련 서류 제출

➀ 전자파일 제출
➁ 인쇄본 및 관련 서류 제출

※ 2016. 1학기부터 시행

학위명
- 석사: 이학, 의학(선택)
- 박사: 이학, 의학(선택)

- 석사: 의학
- 박사: 의학 ※ 세부전공: 박사만 표기

※ 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6학기 또는 7학기 내에 충족시킨 자는 2학기 또는 1학기 단축 가능※ 수료학점: 석사 전공12+선택12, 박사 전공18+선택18, 통합 전공30+선택21(2011학번 이전 27)※ 의생계열에서 ‘의학’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의학’ 표시된 교과목을 12학점 이수하고 본심 후 학위명변경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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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위과정별 의무등록 학기 수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석사 정규등록(4학기)
박사 정규등록(4학기) 연구등록(4회) 수료 후 연속 

4회 연구등록
통합 정규등록(8학기) 연구등록(4회) 수료 후 연속 

4회 연구등록
※ 박사과정(석박통합 포함)은 수료 후 4학기 이내에 학위취득(본심 합격) 시 잔여기간 연구등록(수료 후 연속 4회) 면제
※ 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6학기 또는 7학기 내에 충족시킨 자는 정규등록 2학기 또는 1학기 단축 가능

3. 학위과정별 수료학점
구분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의생계열

선수 1학점 ● 1학점 ● 1학점 ●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1

전공

12학점 ↑ 18학점 ↑ 30학점 ↑
↑: 이상
↓: 이하
●: 의무

공필과목 6학점 ● 공필과목 6학점 ● 공필과목 12학점 ●
국제어 3학점 ● 국제어 3학점 ● 국제어 6학점 ●

논문연구 3학점 ↓ 논문연구 9학점 ↓ 논문연구 12학점 ↓
선택 12학점 ↓ 18학점 ↓ 21학점 ↓
계 24학점 36학점 51학점 2011학번 이전 57학점

※ 논문연구는 2013학번 이전 입학생은 석사 6학점, 박사 9학점, 통합 12학점
※ 논문연구과목은 2014학번 이후부터 석사 3학점, 박사 9학점, 통합 12학점으로 재조정
※ 2011학번 이전 통합과정 수료학점: 57학점(전공과목 30학점, 선택과목 27학점)
※ 2013학번 이전 통합과정 공필과목:  6학점
※ 2013. 2학기부터 국제어는 전공과목만 인정(他학과에서 개설된 선택과목 수강 시 국제어 불인정)
※ 2015학번 이후부터 BK21PLUS 사업단(의학과 의생명과학계열) 소속 대학원생은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의 선수과목 이수 의무화(2014. 2학기부터 개설, 이수 권장)
※ 2016학번 이후 신입생부터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의 선수과목 이수 의무화

(未충족 시 졸업 불가)
※ 선수과목 1학점은 수료학점(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통합 51학점) 외에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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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기별 이수사항 <최단기 과정 예시>
구 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석사

등록/9학점
선수과목
안전교육
지도교수신청

9학점

등록/9학점
안전교육

누적 18학점

등록/6학점
안전교육
외시
전시/예심
수료학점충족
누적 24학점

등록
안전교육
본심
학위논문제출
졸업
[수료&졸업]

4기는 등록만 하고 수강신청 없이 본심만 진행
선수과목은 신입학 첫학기 의무수강

3기까지 24학점 취득 완료해야 4기 본심 가능

박사

등록/12학점
선수과목
안전교육
지도교수신청

12학점

등록/12학점
안전교육

누적 24학점

등록/9학점
안전교육

누적 33학점

등록/3학점
안전교육
외시
전시/예심
수료학점충족
누적 36학점
[연구등록수료]

연구등록
안전교육
학술지게재
본심
학위논문제출
졸업

잔여기간(3회) 연구등록 면제
선수과목은 신입학 첫학기 의무수강

석·박사

통합
(2012학번

 이후)

등록/12학점
선수과목
안전교육
지도교수신청

12학점

등록/9학점
안전교육

누적 21학점

등록/9학점
안전교육

누적 30학점

등록/9학점
안전교육

누적 39학점

등록/9학점
안전교육

누적 48학점

등록/3학점
안전교육
외시
전시/예심
수료학점충족
누적 51학점
[조기수료]

연구등록
안전교육
학술지게재
본심
학위논문제출
졸업

잔여기간
(3회) 
연구등록 
면제
선수과목은 
신입학 
첫학기 
의무수강

석·박사

통합
(2011학번

 이전)

등록/12학점
안전교육
지도교수신청

12학점

등록/12학점
안전교육

누적 24학점

등록/9학점
안전교육

누적 33학점

등록/9학점
안전교육

누적 42학점

등록/9학점
안전교육

누적 51학점

등록/6학점
안전교육
외시
전시/예심
수료학점충족
누적 57학점
[조기수료]

연구등록
안전교육
학술지게재
본심
졸업

잔여기간
(3회) 
연구등록 
면제

※ 학위과정별 학술지논문 게재 증빙자료는 본심 심사원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함
※ 안전교육은 입학 후 본심 시까지 매학기 1회씩 이수하여야 함(2012. 3월부터 시행)
※ 박사과정(석박통합 포함)은 수료 후 4학기 이내에 학위취득(본심 합격) 시 잔여기간 연구등록(수료 후 연속 4회) 면제
※ 외시는 1기부터 가능하나, 통상 석사 3기, 박사 4기, 통합 6기에 응시함
※ 통합과정은 6학기까지 51학점 취득 시 수업연한단축 신청으로 2개 학기 조기수료(연구등록수료) 가능
※ 의생계열 박사/통합과정 전공시험은 QE 심사로 대체함
※ 2016학번 이후 신입생부터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선수과목 1학점 첫학기 의무수강(未충족 시 졸업 불가)
※ 본심 통과 후 기한 내에 학위논문 전자파일 및 완성 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위수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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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기준 최소 이수학점 <응시 기수는 통상 예시>
구 분 외시 전시 예심 본심 비고

석사
없음

(통상 3기 응시)
15학점

(통상 3기 응시)
15학점

(통상 3기 응시)
24학점

(통상 4기 응시)

박사
없음

(통상 4기 응시)
27학점

(통상 4기 응시)
27학점

(통상 4기 응시)
36학점

(통상 5기 응시)

석·박사통합

(2012학번 이후)

없음
(통상 6기 응시)

39학점
(통상 6기 응시)

39학점
(통상 6기 응시)

51학점
(통상 7기 응시)

석·박사통합

(2011학번 이전)

없음
(통상 6기 응시)

42학점
(통상 6기 응시)

42학점
(통상 6기 응시)

57학점
(통상 7기 응시)

※ 외시는 1기부터 가능하나, 통상 석사 3기, 박사 4기, 통합 6기에 응시함
※ 평균성적 3.0 이상이어야 함
※ 예심과 본심은 동일한 학기에 이루어질 수 없음(각각 한 학기 소요)
※ 이수학점: 직전 학기까지 취득한 성적을 의미함(이번 학기 수강신청 한 학점은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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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석사과정 학위취득 로드맵

구 분 학   사   내   용 기  간 비   고

입 시 ∙ 합격자 발표
∙ 논문지도교수 선정

11~12월
2월

6~8월
8월

ê

1기
∙ 등록&수강신청(9학점/공필/국제어)
∙ 선수과목 수강신청(1학점)
∙ 지도교수신청서 제출(Off)
∙ 1기 안전교육 이수(On)
∙ 신입생 안전교육 이수(Off)

2월초
2월초
3월초
3월초
3월초

8월초
8월초
9월초
9월초
9월초

신입학 첫학기 의무수강
[별지 제1호서식 일체]
전시 응시자격
Off 교육은 의생명만 해당

ê

2기 ∙ 등록&수강신청(9학점/공필/국제어)
∙ 2기 안전교육 이수(On)

2월초
학기중

8월초
학기중 전시 응시자격

ê

3기

∙ 등록&수강신청(6학점)
∙ 수료학점 취득(24학점)
∙ 3기 안전교육 이수(On)
∙ 외시 접수(On)

✚ 외시 면제신청원 제출(Off)
∙ 전시 접수(On)
∙ 논자시 대체인정 신청(Off)

✚ 외시(ON) + 전시(ON) 선택
∙ 외시/전시 응시(Off)
∙ 예심 심사원 제출(Off)
∙ 예심 결과보고서 제출(Off)

2월초
-

학기중
3월초
3월초
3월초
3월초
3월초
3월말
4월중
6월중

8월초
-

학기중
9월초
9월초
9월초
9월초
9월초
9월말
10월중
12월중

공필 6학점, 국제어 3학점
본심 응시자격
GLS*
[별지 제2호서식]
GLS
[별지 제2호의2서식]
GLS

[별지 제3호서식 일체]
[별지 제4호서식 일체]

ê

4기

∙ 등록만(24학점 旣취득자 수강신청 不必要)
∙ 4기 안전교육 이수(On)
∙ 본심 심사원 제출(Off)
∙ 본심 결과보고서 제출(Off)
∙ 학위논문 전자파일 제출(On)
∙ 학위논문 제출(Off)
∙ 학위취득(수료&졸업)

2월초
학기중
4월중
6월중
7월초
7월초
2.25.

8월초
학기중
10월중
12월중
1월초
1월초
8.25.

본심 응시자격
[별지 제5호서식 일체]
[별지 제6호서식 일체]
http://dCollection.skku.edu

※ 안전교육은 입학 후 본심 시까지 4회 이상 매학기 이수하여야 함
(의생계열은 입학 첫 학기 Off-line O/T 포함)

※ * GLS: Gold Lawn Square(금잔디 광장), 인트라넷 기반 학사관리 서비스 시스템
※ 외시는 1기부터 가능하나, 통상 석사 3기, 박사 4기, 통합 6기에 응시함
※ 2016학번 이후 신입생부터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선수과목 1학점 첫학기 의무수강(未충족 시 졸업 불가)
※ 본심 통과 후 기한 내에 학위논문 전자파일 및 완성 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위수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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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박사과정 학위취득 로드맵

구 분 학   사   내   용 기  간 비   고

입 시 ∙ 합격자 발표
∙ 논문지도교수 선정

11~12월
2월

6~8월
8월

ê

1기

∙ 등록&수강신청(9~12학점/공필/국제어)
※ 12학점 미설정 시 행정실 문의

∙ 선수과목 수강신청(1학점)
∙ 지도교수신청서 제출(Off)
∙ 1기 안전교육 이수(On/Off)
∙ 연구중심학위이수신청서 제출(Off)(해당자)

2월초
-

2월초
3월초
3월초
3월초

8월초
-

8월초
9월초
9월초
9월초

최초 2개 학기에 한함(2012)
신입학 첫학기 의무수강
[별지 제1호서식 일체]
전시 응시자격

ê

2기
∙ 등록&수강신청(9~12학점/공필/국제어)

※ 12학점 미설정 시 행정실 문의
∙ 2기 안전교육 이수(On)

2월초

학기중

8월초

학기중
최초 2개 학기에 한함(2012)
전시 응시자격

ê

3기
∙ 등록&수강신청(9학점)
∙ 3기 안전교육 이수(On)
∙ 연구중심 심사원 제출(Off)(해당자)
∙ 연구중심 결과보고서 제출(Off)(해당자)

2월초
학기중
4월중
6월중

8월초
학기중
10월중
12월중

본심 응시자격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일체]

ê

4기

∙ 등록&수강신청(3학점)
∙ 수료학점 취득(36학점)
∙ 4기 안전교육 이수(On)
∙ 외시 접수(On)

✚ 외시 면제신청원 제출(Off)
∙ 전시 접수(On) + 의생계열 QE(Off) 별도
∙ 논자시 대체인정 신청(Off)

✚ 외시(ON) +전시(ON) 선택
∙ 외시/전시 응시(Off) + 의생계열 QE 심사
∙ 예심 심사원 제출(Off)
∙ 예심 결과보고서 제출(Off)
∙ 연구등록 수료

2월초
-

학기중
3월초
3월초
3월초
3월초
3월초
3월말
4월중
6월중
8.25.

8월초
-

학기중
9월초
9월초
9월초
9월초
9월초
9월말
10월중
12월중
2.25.

공필 6학점, 국제어 3학점
본심 응시자격
GLS*
[별지 제2호서식]
GLS,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GLS

[별지 제7호서식 일체]
[별지 제8호서식 일체]

ê

5기

∙ 연구등록
∙ 5기 안전교육 이수(On)
∙ 학술지 논문게재 후 논문제출(Off)
∙ 본심 심사원 제출(Off)
∙ 본심 결과보고서 제출(Off)
∙ 학위논문 전자파일 제출(On)
∙ 학위논문 제출(Off)
∙ 학위취득(졸업)

2월초
학기중
4월중
4월중
6월중
7월초
7월초
2.25.

8월초
학기중
10월중
10월중
12월중
1월초
1월초
8.25.

본심 응시자격
본심 심사원 제출 시
[별지 제9호서식 일체]
[별지 제10호서식 일체]
http://dCollection.skku.edu

※ 수강학점 3학점 추가 이수: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처음 2개 학기에 한하며,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재학 중 2개 학기 가능
※ 박사과정은 수료 후 4학기 이내에 학위취득(본심 합격) 시 잔여기간 연구등록(수료 후 연속 4회) 면제
※ 안전교육은 입학 후 본심 시까지 5회 이상 매학기 이수하여야 함 (의생계열은 입학 첫 학기 Off-line O/T 포함)
※ * GLS: Gold Lawn Square(금잔디 광장), 인트라넷 기반 학사관리 서비스 시스템
※ 외시는 1기부터 가능하나, 통상 석사 3기, 박사 4기, 통합 6기에 응시함
※ 2016학번 이후 신입생부터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선수과목 1학점 첫학기 의무수강(未충족 시 졸업 불가)
※ 의생계열 박사과정 전공시험은 QE 심사로 대체함
※ 본심 통과 후 기한 내에 학위논문 전자파일 및 완성 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위수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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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합과정 학위취득 로드맵

구 분 학   사   내   용 기  간 비   고

입 시 ∙ 합격자 발표
∙ 논문지도교수 선정

11~12월
2월

6~8월
8월

ê

1기

∙ 등록&수강신청(9~12학점/공필/국제어)
※ 12학점 미설정 시 행정실 문의

∙ 선수과목 수강신청(1학점)
∙ 지도교수신청서 제출(Off)
∙ 1기 안전교육 이수(On/Off)
∙ 연구중심학위이수신청서 제출(Off)(해당자)

2월초
-

2월초
3월초
3월초
3월초

8월초
-

8월초
9월초
9월초
9월초

최초 1개 학기에 한함(2012)
신입학 첫학기 의무수강
[별지 제1호서식 일체]
전시 응시자격

ê

2기 ∙ 등록&수강신청(9 or 12학점/공필/국제어)
∙ 2기 안전교육 이수(On)

2월초
학기중

8월초
학기중 전시 응시자격

ê

3기 ∙ 등록&수강신청(9학점)
∙ 3기 안전교육 이수(On)

2월초
학기중

8월초
학기중 전시 응시자격

ê

4기
∙ 등록&수강신청(9학점)
∙ 4기 안전교육 이수(On)
∙ 연구중심 심사원 제출(Off)(해당자)
∙ 연구중심 결과보고서 제출(Off)(해당자)

2월초
학기중
4월중
6월중

8월초
학기중
10월중
12월중

전시 응시자격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일체]

ê

5기 ∙ 등록&수강신청(9학점)
∙ 5기 안전교육 이수(On)

2월초
학기중

8월초
학기중 본심 응시자격

ê

6기

∙ 등록&수강신청(3 or 6학점)
∙ 수료학점 취득(51 or 57학점)
∙ 6기 안전교육 이수(On)
∙ 외시 접수(On)

✚ 외시 면제신청원 제출(Off)
∙ 전시 접수(On) + 의생계열 QE(Off) 별도
∙ 외시 응시(Off) + 의생계열 QE 심사 별도
∙ 예심 심사원 제출(Off)
∙ 예심 결과보고서 제출(Off)
∙ 조기수료(수료기준 충족자)

2월초
-

학기중
3월초
3월초
3월초
3월말
4월중
6월중
8.25.

8월초
-

학기중
9월초
9월초
9월초
9월말
10월중
12월중
2.25.

공필 6학점, 국제어 6학점
본심 응시자격
GLS
[별지 제2호서식]
GLS,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일체]
[별지 제8호서식 일체]

ê

7기

∙ 연구등록
∙ 7기 안전교육 이수(On)
∙ 학술지 논문게재 후 논문제출(Off)
∙ 본심 심사원 제출(Off)
∙ 본심 결과보고서 제출(Off)
∙ 학위논문 전자파일 제출(On)
∙ 학위논문 제출(Off)
∙ 학위취득(졸업)

2월초
학기중
4월중
4월중
6월중
7월초
7월초
2.25.

8월초
학기중
10월중
10월중
12월중
1월초
1월초
8.25.

본심 응시자격
본심 심사원 제출시
[별지 제9호서식 일체]
[별지 제10호서식 일체]
http://dCollection.skku.edu

※ 수강학점 3학점 추가이수: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처음 1개 학기에 한하며,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재학 중 2개 학기에 가능※ 통합과정은 수료 후 4학기 이내에 학위취득(본심 합격) 시 잔여기간 연구등록(수료 후 연속 4회) 면제※ 안전교육은 입학 후 본심 시까지 8회 이상 매학기 이수하여야 함 (의생계열은 입학 첫 학기 Off-line O/T 포함)
※ * GLS: Gold Lawn Square(금잔디 광장), 인트라넷 기반 학사관리 서비스 시스템※ 외시는 1기부터 가능하나, 통상 석사 3기, 박사 4기, 통합 6기에 응시함※ 2016학번 이후 신입생부터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선수과목 1학점 첫학기 의무수강(未충족 시 졸업 불가)
※ 의생계열 통합과정 전공시험은 QE 심사로 대체함※ 본심 통과 후 기한 내에 학위논문 전자파일 및 완성 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위수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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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 2017학년도 개설 교과목(의생)
1. 2017학년도 1학기: 선수 1과목 + 16과목

2. 2017학년도 2학기: 선수 1과목 + 19과목

교  과  목  명 학수번호 학점 요일/시간 강  의  실 교강사 개설교실 비  고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1 COV7001 1 - (분반 I8) 온라인수업 고관수 성균융합원 선수 의대전용
분자세포생물학개론 MED5456 3 목 / 09:00 1층 대학원강의실 김경규 생화학분자생물학 공필 국제어
감염및염증최신연구동향 MED5459 3 목 / 15:00 1층 대학원강의실 한명준 미생물학 공필 의학 심화
고급인체발생학 MED5452 3 월 / 09:00 4층 세미나실 주경민 해부세포생물학
줄기세포및재생의학 MED5506 3 월 / 14:00 1층 대학원강의실 강종순 생화학분자생물학 국제어
분자세균학 MED5293 3 화 / 15:00 6층 세미나실 신동우 미생물학
감염병역학 MED5301 3 화 / 16:00 4층 세미나실 정해관 사회의학 국제어 의학
신경과학 MED5468 3 수 / 14:00 4층 세미나실 정성권 생리학 심화
이미징연구방법론 MED5505 3 수 / 14:00 3층 세미나실 이경훈 해부세포생물학
중개입문연구 MED5502 3 목 / 13:00 3층 세미나실 김덕환 생화학분자생물학 심화
세포사멸신호전달과조절 MED5499 3 금 / 13:00 5층 세미나실 이연종 약리학
임상의학개론 MED5480 3 금 / 13:00 1층 대학원강의실 이기영 면역학
최신연구논문강독 MED5504 3 금 / 14:00 4층 세미나실 강경진 해부세포생물학
의생명과학연구의현재1 MED5509 3 금 / 16:00 1층 대학원강의실 안지인 공동 국제어
석사논문연구 MED5474 3 - - 강종순 공동 의생전용
박사논문연구3 MED6010 3 - - 이경훈 공동 의생전용
의생명과학심층개별연구Ⅲ MED5503 3 - - 엄성희 공동 연구중심

※ 2016학번 이후 신입생부터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1” 선수과목 1학점 첫 학기 의무이수 해야 함※ 폐반기준: 석박사공통과정 or 박사과정 대상과목 2명 이하※ 대학원과정에는 수강철회, 재수강, 학점포기 제도 없음(학부과정에만 있음)※ 의생계열 대학원생이 ‘의학’ 학위를 취득하려면  의학 관련 교과목(비고란에 ‘의학’ 표기된 교과목)을 최소 12학점 이수해야 함※ ‘의생명과학심층개별연구Ⅲ’는 연구중심 학위이수생 전용 교과목임

교  과  목  명 학수번호 학점 요일/시간 강  의  실 교강사 개설교실 비  고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1 COV7001 1 - (분반 I8) 온라인수업 고관수 성균융합원 선수 의대전용
인체생리학 MED5279 3 월 / 09:00 1층 대학원강의실 김현진 생리학 공필 의학
세포생물학의최신동향 MED5457 3 목 / 13:00 1층 대학원강의실 강종순 생화학분자생물학 공필
생화학특강 MED5507 3 월 / 13:00 6층 세미나실 김경규 생화학분자생물학 국제어
대사생화학1 MED5315 3 화 / 10:00 4층 세미나실 엄성희 생화학분자생물학
분자노화학 MED5295 3 화 / 14:00 5층 세미나실 신재균 생화학분자생물학 국제어
임상면역학 MED5470 3 화 / 14:00 1층 대학원강의실 이기영 면역학 심화
신경질환의 역학 MED5245 3 화 / 16:00 4층 세미나실 정해관 사회의학 국제어 의학
세포칼슘신호 MED5183 3 수 / 14:00 4층 세미나실 박명규 생리학
종양생물학중개연구특론 MED5508 3 수 / 15:00 1층 대학원강의실 이창우 생화학분자생물학 국제어 심화
줄기세포연구의최신지견 MED5454 3 목 / 09:00 4층 세미나실 주경민 해부세포생물학
신경생화학 MED5458 3 목 / 15:00 4층 세미나실 안지인 생화학분자생물학
감각신경학 MED5450 3 금 / 14:00 4층 세미나실 강경진 해부세포생물학 심화
의생명과학연구의현재2 MED5510 3 금 / 15:00 1층 대학원 강의실 안지인 공동 국제어
석사논문연구 MED5474 3 - - 강종순 공동 의생전용
박사논문연구4 MED6011 3 - - 이경훈 공동 의생전용
의생명과학심층개별연구Ⅲ MED5503 3 - - 엄성희 공동 연구중심
예방의학 MED4001 2 (M6 교과목 연계) 신명희 공동 학석연계
의료법규 MED4002 1 (M6 교과목 연계) 이명순 공동 학석연계
페이션트익스피리언스4 MED4003 1 (M6 교과목 연계) 권정이 공동 학석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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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 수강신청
1. 수강신청 개요

◦ 전자시간표 오픈: 2017. 1. 20.(금) 10:00~, 수강신청 前 2017학년도에 개설된 교과목 확인 가능
◦ 수강신청기간: 학기별 2월 초, 8월 초
◦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기간: 3월 초, 9월 초 
학기별 수강신청                               ※ 2015학년도까지 연간(1학기 + 2학기) 수강신청제 시행
2월에 1학기 과목, 8월에 2학기 과목 각각 수강신청
※ 연간 수업을 2월에 모두 편성하므로 2학기 수업시간표까지 2월에 미리 조회 가능
※ 수업계획서 확인: 킹고 ID LOGIN → GLS → 수업영역 → 전자시간표 → 일반대학원과목

2. 2017학년도 수강신청 세부 일정

수강신청기간

1학기 2. 9.(목) ~ 2. 22.(수)
<수강신청시간: 10:00 ~ 23:00, 단 주말 공휴일 제외>

2학기 8. 9.(수) ~ 8. 23.(수)
<수강신청시간: 10:00 ~ 23:00, 단 주말 공휴일 제외>>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1학기
3. 2.(목) 08:00 ~ 3. 6.(월) 16:59, 3. 7.(화) 08:00 ~ 3. 8.(수) 23:00
<단, 3. 6.(월) 17:00 ~ 3. 7.(화) 07:59 불가>
※ 폐반확정일: 3. 9.(목)

2학기
8. 28.(월) 08:00 ~ 8. 30.(수) 16:59, 8. 31.(목) 08:00 ~ 9. 1.(금) 23:00 예정
<단, 8. 30.(수) 17:00 ~ 8. 31.(목) 07:59 불가>
※ 폐반확정일: 9. 4.(월)

※ 복학생은 복학과 동시에 해당 기간에 신청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성균관대 홈페이지] 또는 [의과대학 홈페이지 - 대학원 - 공지사항] 참조

3. 수강신청 절차
가. 신입생

◦ 등록금 납부 후 → 학교 홈피(http://www.skku.edu) → 킹고 ID LOGIN → 접속/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홈페이지(http://sugang.skku.edu)에서 수강신청(등록 후 수험번호로 성균인 가입 → 본인 학번 확인 가능)

나. 재학생
◦ 수강신청 바로가기 홈페이지(http://sugang.skku.edu) 접속 후 수강신청

다. 신청방법
◦ 세부신청 방법은 이 안내책자 ‘Ⅱ. 학생생활 → 10_ 학교 Internet Service(홈페이지/킹고포털/GLS)’ → 4. 

GLS 시스템 들어가기 참조
◦ 수업계획서 확인: 킹고 ID LOGIN → GLS → 수업영역 → 전자시간표 → 일반대학원과목 → 학년도/주관 

대학/학과 조회 → 해당 학수번호 클릭 → 수업계획서 팝업      ※ 교과목명 클릭 → 교과목 개요 팝업
◦ 수강/취득과목 확인: GLS → 학적/개인영역 → 졸업자가진단 → 졸업요건충족현황조회 → 수강/취득과목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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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료학점
학위과정 수료학점 공통필수

국제어
(2007 이후 입학생)

석사과정
24학점 (통상 3학기에 이수학점 충족)
※ 3학기 예심, 4학기 본심 신청 6학점 포함 3학점 포함

박사과정
36학점 (통상 4학기에 이수학점 충족)
※ 4학기 예심, 5학기 본심 신청 가능 6학점 포함 3학점 포함

석·박사통합
51학점* (통상 6학기에 이수학점 충족)
※ 6학기 예심, 7학기 본심 신청 가능 12학점 포함 6학점 포함

※ * 학칙 제34조에 의거, 2011학년도 이전 통합과정 입학자의 수료학점은 57학점임
※ 통합과정 중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공통필수 이수학점은 6학점

5. 학위과정별 학기 당 수강신청 학점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 기준)
학위과정

학기당 수강신청
최대학점

학점초과 이수학점 학점이수학기

석사 9학점 해당 없음 통상 3학기 내에 24학점 이상  취득
(3학기 예심, 4학기 본심 신청)

박사 9학점 처음 2개 학기 한하여
3학점 초과이수 허용*

통상 4학기 내에 36학점 이상  취득
(4학기 예심, 5학기 본심 신청)

석·박사통합 9학점 처음 1개 학기 한하여
3학점 초과이수 허용*

통상 6학기 내에 51학점 이상  취득
(6학기 예심, 7학기 본심 신청)**

※ 석사과정 4기는 논문학기이므로 통상 3기까지 24학점을 수료하므로 대부분 등록만 하고 실제 수강신청은 하지 않음
※ * 학칙 제37조에 의거, 2011학년도 이전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입학자는 재학 중 2개 학기에 한하여 학기당 각 3학점 초과 

이수 가능(12학점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의과대학행정실에 확인요망)
※ ** 학칙 제34조에 의거, 2011학년도 이전 통합과정 입학자의 수료학점은 57학점이며 통상 7학기에 본심 신청
※ 국내외 타대학 수강 자격: 2학기부터 가능. 다만, 졸업 마지막 학기에는 타 대학 수강을 제한
※ 입학자 적용기준: 학번을 기준으로 함(편입생의 경우 학번을 기준으로 적용)
※ 대학원과정에는 수강철회, 재수강, 학점포기 제도 없음(학부과정에만 있음)

6. 공통필수(공필) 교과목                               ※ 전공시험 대상 교과목, 未충족 시 졸업 불가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이수 의무학점 6학점 6학점 12학점
※ 통합과정 중 2013학년도 이전 공필과목은 6학점이며,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편입학 포함)부터 적용: 입학년도 기준
※ 의생계열 공통필수(공필과목)은 개설 교과목 리스트 비고 란에 “공필” 표시 과목을 의미함

7. 국제어수업                                                         ※ 未충족 시 졸업 불가
◦ 국제어수업 이수 의무대상: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이수 의무학점 3학점 3학점 6학점
※ 2013. 2학기부터 전공과목 국제어만 인정(선택과목 국제어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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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별연구과목[석사/박사 논문연구] 교과목
◦ 석사논문연구, 박사논문연구 과목은 개별연구과목으로써 정형화된 수업의 틀을 벗어나, 지도교수가 지도학

생에 대한 지도의 결과를 성적으로 부여하는 과목을 말함
※ 단,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학위과정별로 제한하므로, 이점 각별히 유의할 것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재학 중 신청가능 학점 3학점 이하 9학점 이하 12학점 이하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편입학 포함)부터 적용: 입학년도 기준
※ 개별연구과목은 지도교수로부터 개별적으로 과제를 지정받아 수행하는 연구과목이며 의생계열에만 개설
※ 수강과목수는 1개 학기당 3학점(1과목)만 신청 가능
※ 과정별 개별연구과목 제한 학점 초과 이수 시, 초과된 학점은 수료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유의 요망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석사 6학점, 박사 9학점, 통합 12학점까지 인정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 석사 3학점, 박사 9학점, 통합 12학점까지 인정
※ 2015. 1학기부터 의생계열 개별연구과목(논문연구) 수강생은 수요세미나(BK세미나) 참석을 필수로 함
※ 논문연구 교과목: 석사논문연구, 박사논문연구1, 박사논문연구2, 박사논문연구3, 박사논문연구4 등 5개 과목임
※ 석사논문연구는 매학기 개설되며, 박사논문연구는 매학기 개설하며 1~4 순으로 학기당 1과목씩 개설됨

9.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 선수의무                              ※ 未충족 시 졸업 불가
◦ 일반대학원 의학과(의생/임상계열) 소속 대학원생은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의 선수과목 이수 의무화

(2014. 2학기부터 개설)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까지는 수강권장
◦ 선수과목 이수 의무대상: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석사/박사/통합)

이수대상 대상학과 이수구분 학점 학수번호 교과목명 수업형태

일반대학원
대학원생

의학과
의생/임상계열 선수과목 1학점 COV7001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1 온라인수업

(사이버강좌)

※ 2016학번 이후 신입생부터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1” 선수과목 1학점 첫학기 의무이수
※ 중간시험: Report, 기말시험: 기말시험 기간 중 하루 자과캠 수원에서 Off-line 출석시험으로 치러짐
※ 기말시험 출석: 1학기 6월 중순, 2학기 12월 중순 토요일 또는 일요일 하루이며, 시험장소는 자과캠(수원) 지정 강의실
※ 수업듣기: ➀회원가입(통합ID 발급) → ② 학교 홈페이지(http://www.skku.edu) 접속 → ③ 하단 메뉴 중  i-Campus 클릭  →
   I-Campus 홈페이지(http://www.icampus.ac.kr) ④ 한국어(학생용) 클릭 → ⑤ MEMBER LOGIN(ID/PW) 입력 후 로그인 클릭 → 
   ⑥ 나의 강의실 화면 → ⑦ 학기 선택 → ⑧ 나의 수강과목 화면 → ⑨ 정규 선택 → ⑩ 수강과목 클릭 → 주차별 수업  진행
   (출석인정은 소급 불가) ⑪ 로그아웃 → 완료
※ I-Campus 수강 및 시험 문의: 교육지원팀 02-760-0808

10. 연구등록(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만 해당)
◦ 대상: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 박사학위 과정생 중 4개(통합과정은 8개) 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후의 학위논문미제출자(외국어시험, 전공
시험 미 응시 또는 불합격자 포함)는 학위취득 전까지 수료 후 연속 4회(매 학기)의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
야 하는 제도

◦ 연구등록 금액은 등록금액의 1/8 수준이며, 연구등록자는 재학생에 준하여 학교의 제반 시설 이용가능
◦ 연구등록 4회를 마치기 전에 논문 제출하여 졸업한 경우 이후의 연구등록은 하지 않아도 됨(잔여기간 면제)

◦ 학위논문 작성 필요시 해당 연구등록학기 마다 3학점(1과목) 및 논문지도학점(1학점)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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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박사학위 연구등록생 학점취득
◦ 박사학위(통합과정 포함) 연구등록생이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원 과목 수강 가능
◦ 시행시기: 2013. 1학기 이후 연구등록생(해당 학기 납부자 및 4회 완납자)

구    분
연구등록 학기당

신청학점
연구등록기간(4회)

최대 신청학점
비   고

대학원과목 3학점 12학점
논문지도학점 1학점 4학점

※ 대학원과목은 1개 학기당 3학점(1과목)만 신청 가능

12. 학석사연계과정 대학원과목 학점취득: 의생명과학계열 학위과정 진학예정 본과생에 한함
◦ 학사과정생이 학사과정 마지막 학기에 6학점까지 대학원 석박공통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취득이 가능하며, 

학사학위 취득 직후 학기에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경우 그 6학점은 학부 및 대학원 성적으로 중복 인정
◦ 시행시기: 2013. 1학기 이후 학석사연계과정생

구    분
학사과정 마지막 학기

수강학점
수강결과
학점인정

비   고

학부과정 6학점 6학점 석박공통과목 수강
대학원과정 - 6학점 대학원 학점으로 중복인정

※ 학사학위 취득 후 바로 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학석공통과목은 의과대학 의학과(본과 4학년) 학생에 한하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수강신청 가능
※ 석사과정 또는 통합과정 진학 시 6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는 1학기 수업연한 단축 가능

13. 박사학위 연구등록 종료 후 신분유지: 연구등록추가
◦ 박사학위(통합과정 포함) 연구등록생이 수료 후 4학기 연구등록을 모두 마쳤음에도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하여 연구등록생 신분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추가로  5회 이상 연구등록 가능
◦ 시행시기: 2016. 1학기 5회 이상 연구등록생부터

※ 연구등록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총액을 먼저 납부 완료하여야 함
◦ 신청대상: 4회 완납자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예: BK21사업 등)에 참여하는 수료생은 반드시 연구등록
◦ 신청시기: 연구등록기간과 동일함(1학기 2월 중, 2학기 8월 중 ※ 1차 등록기간과 같음)

◦ 신청방법: 킹고 ID LOGIN → GLS → 학적/개인영역 → 등록금 → 연구등록추가신청(4학기 초과) → 신청
◦ 확정절차: 신청완료 후 교무팀에서 재무팀과 학생지원팀에 요청하여 일괄 등록처리(장학조치) 함

※ 추가(5회부터) 연구등록 시 학생부담금(실제 납부금액) 없음
◦ 증명발급: 추가연구등록 확정 후 해당 등록 학기에 관한 ‘연구등록증명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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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 성적
1. 등급

등급구분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등급 평점

A+~F
A+ 4.5 B+ 3.5 C+ 2.5 D+ 1.5 F 0.0

A 4.0 B 3.0 C 2.0 D 1.0 P Pass

2.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
◦ 매 학기 중간시험, 기말시험 종료 후 학사일정표에 정한 성적공시기간에 GLS(학사시스템)을 통해 성적을 공

시하며, 그 기간에 성적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성적공시 기간에 성적 확인을 하려면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강의평가를 실시해야 함

※ 강의평가 및 안전교육이수를 하지 않으면 성적공시 마지막 날 하루만 강의평가 완료 후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가능

05_ 학점인정
1. 학점인정 개요

학점인정이란?
1. 편입생: 편입학 前에 원적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 받는 것
2. 신입생 및 재학생: 타대학(원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 받는 것

2. 편입학생 학점인정
가. 근거 및 기준

◦ 편입학자가 본 대학원 편입 전에 국내외 일반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소속 학과장(주임교수)의 심사와 학장
의 허가를 받아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27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편입 학기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편입학기별 인정범위
◦ 편입학기별 최대 인정학점: 2기 9학점, 3기 18학점, 4기 27학점(석·박사통합과정만 해당)

※ 편입생은 편입학기와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수료학점을 충족하면 조기수료(수업연한 단축) 가능
다. 신청시기

◦ 편입학 후 일주일 이내, [전공과목 인정학점 신청서(편입학생)(별지 제16호서식)] 사용
라. 신청절차

◦ [전공과목 인정학점신청서(편입생)] 작성(교실별 주임교수와 상의) → 행정실 제출 → 학장 결재 → 인정학
점 학적 시스템 반영

◦ 타(원적) 대학원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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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학생(신입학생 포함) 학점인정
가. 근거 및 기준

◦ 재학생(신입학자 포함)이 국내외 타(원적) 일반대학원에서 취득한 성적은 소속 학과장(주임교수)의 심사와 
학장의 허가를 받아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인정하고, 제28조제1항에 의
거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수업연한 단축 시, 각 과정별 수업연한은 학칙 제16조제3항제2호및제3호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나. 1학기 단축조건
◦ 신입생/재학생의 타대학원 취득성적 최대 인정학점: 9학점
◦ 일반대학원 6학점 이상 인정 받을 경우 1학기 단축 가능

다. 학점인정 시 수업연한 단축 범위

학위과정
최대 인정학점

(타대학 취득성적)
수업연한 단축

(학점인정 포함)
최소 의무등록
(단축 적용 後)

비고

석사 9학점 최대 6월(1학기) 정규등록 3학기 1학기 초과 단축 불가
박사 9학점 최대 6월(1학기) 정규등록 3학기 1학기 초과 단축 불가
석·박사통합 9학점 최대 1년(2학기) 정규등록 6학기 2학기 초과 단축 불가

※ 신입생 수업연한 단축은 타대학원 학점인정에 따른 단축을 포함한 개념이므로 석사/박사 1학기, 통합 2학기까지 가능함
※ 통합과정의 경우 학점인정을 받아 5학기까지 수료학점(51학점)을 충족하더라도 5학기 조기수료(3학기 단축) 불가
※ 통합과정의 최소 의무등록은 6학기이므로 수업연한을 단축하더라도 최대 2학기 조기수료(2학기 단축) 가능

라. 신청시기
◦ 재학생은 성적 취득 후 15일 이내(신입학 후 일주일 이내), [전공과목 인정학점 신청서(신입/재학생)(별지 

제17호서식)] 사용
마. 신청절차

◦ [전공과목 인정학점신청서(신입/재학생)] 작성(교실별 주임교수와 상의) → 행정실 제출 → 학장 결재 → 
인정학점 학적 시스템 반영

◦ 타(원적) 대학원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4. 유의사항(공통)
◦ ‘타(원적) 대학원 이수학점’ 란의 교과목은 본 대학원 학과 및 전공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과목을 선

택하여 기재(반드시 학과장과 상의하여 작성해야 함).

◦ ‘본 대학원 인정학점’ 교과목은 현행(입학년도 기준) 교육과정표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 중에서 타(원적) 
대학원 이수교과목과 교과목명(또는 수업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을 인정

◦ ‘학점인정’ 결과와 추가 이수해야 할 교과목은 학장 허가 후 그 내용을 의과대학행정실에서 본인이 반드시 확인
◦ ‘본 대학원 인정학점’ 란에 기재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이수할 경우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재학생의 타 대학 대학원과정 수강은 2기부터 가능하며, 졸업 마지막 학기에는 타 대학 수강을 제한함
◦ 학점인정 시 계열별 공통필수과목(공필과목)은 제외를 원칙으로 함



Global Challenge

26 | Graduate School of Medicine, SKKU

06_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
1. 수업연한단축 개요

수업연한단축이란?
1. 재학생: 석・박사통합과정 수료학점을 충족하여 1학기 or 2학기 조기수료 하는 것
2. 편입생: 수료학점을 충족하여 1학기 or 2학기 조기수료 하는 것

2. 재학생(신입생 포함) 수업연한 단축
가. 근거 및 기준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6학기 또는 7학기 내에 충족시킨 자는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28
조 2항에 따라 원장의 허가를 받아 각각 2학기 또는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단, 학칙

◦ 수료학점이 51학점인 2012학번 이후 학생은 6학기 수료(2학기 단축)를 원칙으로 함
나. 신청시기

◦ 매학기 성적공시 후 일주일간(7월초/1월초).

다. 신청절차
◦ [수업연한단축 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 작성 → 행정실 제출 → 학장 결재 → 수업연한단축 시스템 반영

3. 편입생 수업연한 단축
가. 근거 및 기준

◦ 편입학 당시 인정 받은 등록학기수와 우리 대학 편입학 후의 등록학기수를 합하여 6학기 또는 7학기 이내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시킨 자는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28조 2항에 따라 조기수료 신청이 가능
(수업연한 단축 처리기준 안내 공문서, 교무팀-2328; 2016. 7. 22.)

◦ 편입학자의 의무등록 학기: 최소 1개 학기 이상 이어야 함(편입학자 인정학점에 관한 기준, 6-나-3)

◦ 수료학점이 51학점인 2012학번 이후 학생은 6학기 수료(2학기 단축)를 원칙으로 함
나. 신청시기

◦ 매학기 성적공시 후 일주일간(7월초/1월초).

다. 신청절차
◦ [수업연한단축 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 작성 → 행정실 제출 → 학장 결재 → 수업연한단축 시스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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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_ 학위과정(석사→통합) 변경
1. 근거 및 기준

◦ 학칙제22조의2(학위과정의 변경)에 정한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일반대학원
학위과정변경지침’에 따라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의 석사과정에 재학 중 인자에 대해 지침에 정한 범위 
안에서 통합과정으로 학위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2. 신청시기 및 신청절차
◦ 신청시기: 매학기 4월 초, 10월 초 교무처에 신청하여 선정

※ 박사 결원 범위 내에서 선발되며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그 다음 학기부터 적용
◦ 신청절차: 행정실 신청안내 → [일반대학원 학위과정 변경 신청서(교무처 서식)] 작성 → 행정실 제출 → 

학과장 전형 → 학장 결재 → 교무처 제출 → 교무처 변경승인 통보

3. 변경날짜 및 변경조치
◦ 조치일자: 매학기 7월 1일, 1월 1일자로 학적변동 조치함
◦ 변경조치: 교무처 변경승인 통보 → 학적변동 시스템 조치(정보통신팀/행정실)

※ 정보통신팀: 학위과정 변경(석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행정실: 졸업사정대상자 추출,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예/본심 취소

4. 유의사항
◦ 학위과정 변경이 승인된 학생은 본인의 석사과정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논문심사 결과 취소 조치
◦ 변경 첫 학기에 수강가능학점 3학점 추가 부여
◦ 학위과정변경이 승인된 학생은 한국연구재단의 GPF 사업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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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_ 연구중심 학위이수제

연구중심 학위이수제 란?
1. 박사과정: 36학점 중 12학점(기존 논문연구 취득학점 포함)까지 취득 가능, SCI 논문게재 주저자 2.5편(본심 자격)
2. 통합과정: 51학점 중 15학점(기존 논문연구 취득학점 포함)까지 취득 가능, SCI 논문게재 주저자 2.5편(본심 자격)

1. 연구중심 학위이수제 개요
가. 근거

◦ 연구중심 학위이수제도 시행, 교무팀-1756(2015. 6.10)

◦ 대학원 의생명과학계열 소위원회 심의사항(2015. 12. 10.)

나. 목적 및 개요
◦ 목적: 연구집중 환경 조성으로 외국인 학생을 비롯한 국내외 우수학생 유치
◦ 개요: 수료학점을 연구학점 중심으로 취득해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주제에 대한 일관된 연구활동 

결과물로 coursework 대체하되, 학술지 논문게재(주저자)를 본심 신청 자격 요건으로 함
다. 연구중심 학위이수 기준

구    분 연구중심 이수학점 교과중심 이수학점 비  고

석사과정 해당없음 3학점 이하
박사과정 12학점 9학점 이하
통합과정 15학점 12학점 이하
교과목명 의생명과학심층개별연구Ⅲ 석사 or 박사논문연구 각 3학점 과목임
교과목수 1과목 *5과목 *석사1, 박사4 과목
중복수강 가능 불가
성적평가 P/F 등급(A+~F)

비    고 신규 연구중심 기존 논문연구
※ 2016학년도 이후 신입생부터 적용 원칙, 석사과정은 연구중심 학위이수제 제외
※ 수강과목수는 1개 학기당 3학점(1과목)만 신청 가능
※ 과정별 개별연구과목 제한 학점 초과 이수 시, 초과된 학점은 수료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유의 요망
※ 2015. 1학기부터 의생계열     논문연구(교과중심) 수강생은 수요세미나(BK세미나) 참석을 필수로 함
※ 2016. 1학기부터 의생계열 심층개별연구(연구중심) 수강생은 수요세미나(BK세미나) 참석을 필수로 함

(수요세미나에 3/16 이상 결석 시 F학점 or Fail 처리됨)
※ 연구중심 중도포기의 경우에는 교과중심 기준 적용(합산 시 초과학점은 수료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 연구중심학위이수생은 논문연구 교과목 수강신청이 불가함(상호 중복 수강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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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중심 학위이수제 운영기준: 의학과 의생명과학계열
가. 신청대상

◦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원칙, 박사 및 통합과정에 한함(석사과정 제외)

◦ 재학생은 수료학점의 50% 미만, 수업연한의 1/2 이수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함
나. 신청시기

◦ 개강 후 일주일간(3월초/9월초)

다. 신청절차
◦ [연구중심 학위이수 신청서(별지 제31호서식)] 작성 → 행정실 제출 → 위원회 심의 → 학장 결재 → 수료기

준 변경
라. 최대 이수학점

◦ 박사과정 12학점(4과목), 통합과정 15학점(5과목)까지 가능
※ 최대 이수학점에는 기존 논문연구 취득학점 포함

◦ 심층개별연구과목(연구중심) 수강생도 논문연구(교과중심) 수강생과 같이 수요세미나(BK세미나) 참석 필수
마. 학기별 연구학점 취득

◦ 수강신청: 연구중심 학위이수생 전용의 ‘의생명과학심층개별연구Ⅲ(3학점)’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후 연구계
획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학기별 지도 시행

◦ 성적평가: P/F(80점 이상 pass)로 평가하며, 학생의 해당 학기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를 바탕으로 매 학기
말 대학원 의생명과학계열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인정함

바. 중간평가: 공개/영어 Presentation

◦ 평가목적: 연구의 중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공개/영어 Presentation 결과에 따라 지속 여부 결정
◦ 평가시기: 박사과정 3기(수료연한 1개 학기 전), 통합과정 4기(최소 수료연한 2개 학기 전) 학기 말까지
◦ 결과적용: 합격자에 한해 과정이수 지속 허용, 불합격한 경우에는 즉시 교과중심 학위이수 기준 적용

(기 취득 학점까지 인정, 다음 학기 초과 논문연구 학점 취득은 불가)

◦ 평가기구: 대학원 의생명과학계열 소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사
(심사위원은 지도교수 제외 3인, 심사기준은 80점 이상, 심사위원 2/3 이상의 합격 적용)

◦ [연구중심 학위이수 중간평가 심사원(별지 제32호서식)] 작성 → 행정실 제출 → 대학원 의생명과학계열 
소위원회 보고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 → [연구중심 학위이수 중간평가 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33호서식) 및 연구중심 학위이수 중간평가 심사보고서(별지 제33호의2서식)] 작성 → 행정실 제출 → 
학장 결재

사. 학술지 논문게재: 본심 신청자격
◦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각각 SCI 주저자 2.5편

아. 중도포기
◦ 중도포기자의 경우 기존에 취득한 심층개별연구 학점은 인정하되 교과중심 기준 적용

※ 중도포기 후 기존 논문연구 + 심층개별연구 취득학점 합산 시 초과학점은 수료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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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기한: 박사과정 3기(수료연한 1개 학기 전), 통합과정 4기(최소 수료연한 2개 학기 전)

◦ [연구중심 학위이수 포기원서(별지 제34호서식)] 작성 → 행정실 제출 → 학장 결재 → 수료기준 변경 반영
자. 학위수여: ➀~➄까지 모두 충족 시 수여 가능

◦ 연구중심: ➀연구중심 학점 취득, ➁공개/영어 Presentation, ➂ 학술지 논문게재 자격 충족
◦ 공통요건: ➃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➄학위논문 예심/본심 합격

3. 중간평가 개요
평가유형

- 연구의 중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공개/영어 Presentation
※ 재학 중 의무교육 이수 및 연구윤리 준수 여부 등 연구태도 종합평가

심사위원
- 대학원 의생명과학계열 소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위원으로 구성

※ 심사위원: 지도교수 포함 3인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80점 이상

※ 심사위원 2/3 이상 80점 이상, 2명

신청시기

- 해당 학위과정으로 아래에 지정된 학기 초 예심/본심 신청기간과 동일
(1학기 4월 20일 경, 2학기 10월 20일 경)
※ 박사과정: 3기(수료연한 1개 학기 전)
※ 통합과정: 4기(최소 수료연한 2개 학기 전)

응시방법

- 중간평가 대상자는 기한(예심/본심 일정 참조) 내에 아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행정
실에 제출해야 함
※ 중간평가에 불합격한 자는 교과중심 학위이수제 수료기준을 다시 적용

신청서류 [별지 제32호서식] 연구중심 학위이수 중간평가 심사원

평가서류
[별지 제33호서식] 연구중심 학위이수 중간평가 심사결과보고서
[별지 제33호의2서식] 연구중심 학위이수 중간평가 심사보고서

결과보고 - 위 중간평가 심사결과보고서를 예심/본심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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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_ 안전교육 이수
1. 이수대상자(2012. 3월부터 매학기 의생/임상 공통 의무사항)

◦ 이수대상: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대학원생
(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적용대상: 2012. 3월부터 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
◦ 이수기간: 학위과정 입학 첫 학기부터 본심 학기까지 매학기 이수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이수기간 1기 ~ 본심 학기까지 1기 ~ 본심 학기까지 1기 ~ 본심 학기까지

이수횟수
매학기 1회

(총 4회 이상)
매학기 1회

(총 5회 이상)
매학기 1회

(총 8회 이상)

※ 성균관대학교 안전정보망 홈페이지(http://safety.skku.edu)에서  매학기 1회 이수[문의: 관리팀(자) 031-290-5111]
※ 의생계열은 신입생 의무교육 Off-Line 포함

2. 안전교육 개요
◦ 법정 교육시간 및 수강방법
법    정
교육과정

교육방법
법    정
교육시간

교육과정 수강방법 비   고

신입교육

(의무교육)
Off-Line 2H 매 학기 초(3월/9월) 신입생 대상의

안전교육 O/T 참석
신입생 만
(편입생 포함)

정기교육

(의무교육)
On-Line

매월 1H
(연구실험
분야별로
상이)

성대 안전정보망 홈페이지(http://safety.skku.edu) 
접속 → 연구실험 분야별로 개별 지정되는 
안전교육 과목 전체 이수 → 이수 후 해당 기간에 
‘이수증’ 출력 및 제출

매학기 1회
(신입생/재학생)

※ 정기교육 유효기간: 해당 학년도에 한함, 의생계열은 Off-Line 신입생 의무교육을 실시함
◦ 이수결과 반영조건: 상기 신입교육(Off-Line) 및 정기교육(On-Line)을 모두 이수하고, 해당 이수증을 제출

학위과정 이수 결과 결과 반영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1기~2기 동안 이수증 매학기 제출
(총 2개) 전공시험 응시자격 부여

3기~본심 학기까지 이수증 매학기 제출
(총 2개 이상) 본심 심사원 제출자격 부여

석·박사통합과정

1기~4기 동안 이수증 매학기 제출
(총 4개) 전공시험 응시자격 부여

5기~본심 학기까지 이수증 매학기 제출
(총 4개 이상) 본심 심사원 제출자격 부여

※ 본심 심사원 제출 시까지 매학기 안전교육 수강을 완료하고 ‘이수증(각 1부)’을 매학기 말 의과대학행정실에 제출해야 함
※ 성적공시기간 중 성적확인 자격요건: 성적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의평가”와 “안전교육이수”를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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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_ 논문지도교수 선정

논문지도교수란?
대학원 학위과정 학생은 학위취득을 위해 논문을 작성하여 심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하는데, 이 때 논문작성을 
도와주는 본교 전임교원                               ※ 지도교수는 소속 의학과(의생계열)의 전임교원에 한함
※ 단, 해당 전공교수가 없을 경우 명예교원, 교내 타학과 전임교원 또는 타 대학교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정할 수 있음

1. 지도교수 신청 및 논문지도
가. 논문지도교수

◦ 대학원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작성해서 심사에 합격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논문작성을 도와주는 교수를 배정 받는 것을 의미 함

나. 논문지도교수 선정시기
◦ 석사과정/박사과정/통합과정 모두 입학과 동시에 선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다. 논문지도교수 선정
◦ 가능한 빠른 시기에 지도교수와 직접 상담하여 학기 시작 첫 주에 [지도교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논

문연구계획서(별지 제1호의2서식)]를 개강 첫째주(수업일수 1/16)까지 행정실로 제출
※ 학위과정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3서식)]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함
※ 논문지도교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미제출시 예심/본심 신청 불가

◦ 지도교수는 소속 의학과(의생계열) 전임교원에 한하며, 논문주제가 복합적일 경우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
해 필요하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학생의 희망에 의해 배정)에는 2명의 지도교수를 선정 받을 수 있음

라. 논문지도교수 변경
◦ 논문지도 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 교수 변경 시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해 학장이 변경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 변경 시 [지도교수변경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및 [논문연구계획
서(별지 제1호의2서식)]을 행정실로 즉시 제출

2. 연구윤리 준수서약
가. 목적

◦ 대학원 학위과정생의 학위논문의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예방
나. 서약방법

◦ 학위과정생이 연구부정행위 없이 본인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겠다는 서약으로 연구윤리
정보센터(www.cre.or.kr)에 있는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 관련 자료를 읽고 서약서 작성

◦ 예심/본심 심사원 제출 시 심사대상 대학원생이 서약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가 확인하여 제출함
다. 적용대상

◦ 2013. 1학기 이후 대학원 예심/본심 심사원 제출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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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_ 논문제출자격시험(외시/전시)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논자시)
외국어시험/전공시험은 학위취득을 위해 학위청구논문 본심 前에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논문제출자격시험임

1. 의생계열 논자시(외시/전시) 대상과목 및 대체인정 기준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통합과정 비  고

외시 영어 영어 - 외시 면제신청은 가능

전시 공필 1과목 QE 대체 - 전시 면제제도는 폐지됨
- QE는 면제 없음

대체인정

(외시+전시)

➀ 공필 1과목 A 이상 &
➁ SCI급 主 1편 이상

- 대체인정 시 외시+전시 동시 합격임
- SCI급 主 1편: 게재(publish)만 인정

※ 의생계열 석사 전시 과목은 2014. 1학기 신청자부터 1과목임(2013. 2학기까지 2과목)

2. 외시/전시 일정: GLS에서 On-line 외시/전시 신청       ※ Off-line 외시면제 신청 별도
※ 외시면제신청 자격이 있더라도 응시기간 중 반드시 Off-line 외시면제신청을 따로 해야 함
※ 외시면제신청 절차: [외국어시험면제신청원(별지 제2호서식)] 작성 → 행정실 제출 → 학장 결재 → 논자시
   시스템 반영(외시 합격 조치)

구   분 학 기
신청기간

(응시/면제)
시험일자 대상자 시험시간/장소

외국어시험

(영어)

1학기 3. 3.(금)~
3. 8.(수) 3.31.(금)

- 학위과정생(재학생)
※ 1기부터 응시 가능

추후공지
(의과대학 홈페이지)

www.skkumed.ac.kr2학기 8.29.(화)~
9. 1.(금) 9.22.(금)

전공시험

(공필과목)

1학기 3. 3.(금)~
3. 8.(수) 3.31.(금)

- 석사: 15학점 이상
- 박사: 27학점 이상
- 통합: 39학점 이상

취득 후 평점평균 B 이상
- 안전교육 매학기 이수자

추후공지
(의과대학 홈페이지)

www.skkumed.ac.kr2학기 8.29.(화)~
9. 1.(금) 9.22.(금)

※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자격
➀TOEFL: CBT 213점, PBT 550점, IBT 79점 이상, ➁TOEIC 700점 이상, ➂TEPS 700점 이상,
➃OPIc: IM2 이상, ➄IELTS: 6.0 이상, ➅G-TELP: 2등급 60점 이상 또는 3등급 80점 이상
➆SCI(E)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발표한 자(2017. 1학기부터 석사과정만 가능)
➇석사학위과정 재학생 중 성균어학원에서 개설하는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수강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

※ 2011학번 이전 통합과정은 전공시험 42학점 이상임
※ 전공시험 면제제도: 2013. 2학기부터 폐지
※ 안전교육 이수의무: 입학 후 본심 시까지 매학기 1회씩 이수하여야 함(2012. 3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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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어시험 및 전공시험
※ 외국어시험 및 전공시험은 학위취득을 위해 논문 본심 신청 전까지 반드시 합격하여야 하는 논문제출자격시험

가. 외국어시험(외시)

응시과목 - 영어                 ※ 공인영어성적표 유효기간: 2년(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

면제신청

(자격기준)

- TOEFL: CBT 213점, PBT 550점, IBT 79점 이상
※ 2000/2001학년도 입학자는 PBT 500점 또는 CBT 137점

- TOEIC 700점 이상 - TEPS 700점 이상
- OPIc: IM2 이상 - IELTS: 6.0 이상
- G-TELP 2등급 60점 이상 또는 3등급 80점 이상
- SCI(E)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발표한 자(석사과정만 가능) ※ 게재예정 불인정
- 석사학위과정 재학생 중 성균어학원에서 개설하는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수강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

응시방법

-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내 GLS에서  본인 직접 신청 후 응시
※ 매 학기 1회 실시, 불합격 시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하여야 함

- 킹고 ID LOGIN → GLS → 신청/자격관리 → 시험신청 →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
면제신청 → 제1외국어과목

- 면제신청대상자는 GLS에서 외국어시험을 신청하고,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원(별지 
제2호서식]과 해당 증빙서류를 행정실로 제출

나. 전공시험(전시)                                       ※ 전공시험 면제제도: 2013. 2학기부터 폐지
※ 의생계열 박사과정(통합과정)은 Qualifying Exam으로 시행 함(전공시험 非대상)

응시과목 - 공통필수 교과목 중 1과목                            ※ 2013. 2학기까지 2과목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70점 이상

응시자격

- 각 학위과정으로 아래에 지정된 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이상인 자
※ 석사과정: 15학점 이상 취득자(통상 3학기에 응시)
※ 박사과정: 27학점 이상 취득자(통상 4학기에 응시) ➪ QE 응시
※ 통합과정: 39학점 이상 취득자(통상 6학기에 응시) ➪ QE 응시

- 해당 기간 매학기 안전교육 이수증 제출자
※ 2012. 3월부터 입학 후 본심 시까지 매학기 1회씩 이수하여야 함

응시방법

- 전공시험 응시대상자는 기한(일정표참조)내에 GLS에서 본인 신청 후 시험에 응시해야 함
※ 매 학기 1회 실시, 불합격 시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하여야 함

- 킹고 ID LOGIN → GLS → 신청/자격관리 → 시험신청 →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
면제신청 → 전공과목

- 전공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다음 학기 재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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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제출자격시험(외시+전시) 대체인정: 의생계열은 석사과정만 가능
논문제출자격(논자시: 외시+전시) 대체인정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추천을 받아  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인정 신청원을 제출하여 학장 
승인을 받아 논자시(외시+전시) 대체인정을 받을 수 있음
➊전공지식(공필과목) 충족 + ➋학술지 논문게재 충족 ➌전공시험 신청자격(학점+안전교육) 충족

+ ➍지도교수 추천(=지도교수 서명)

가. 시행일자: 2014. 1학기부터
나. 대체인정 신청 일정: GLS에서 On-line 외시/전시 신청 + Off-line 대체인정 신청 병행해야 함

※ 대체인정 신청 자격이 있더라도 신청기간 중 반드시 외시/전시 On-line 신청을 따로 해야 함

구   분 학 기
대체인정
신청기간

대체인정 자격기준 대상자
(전공기준)전공지식 연구실적

대체인정

(외시+전시)

1학기 3. 3.(금)~
3. 8.(수) 공필과목

1과목 A 
이상

석사: SCI급 主 1편 이상
- 석사: 15학점 이상 취득

및 평균성적 3.0 이상
- 안전교육 매학기 이수자

2학기 8.29.(화)~
9. 1.(금)

다. 논자시 대체인정 기준

신청기준

➀ 의생계열 석사과정: SCI급 주저자 1편 이상 게재(SCI급에 SCIE 및 SSCI 포함)
※ 대체인정 연구실적 발표날짜: 해당 학위과정 입학 이후 만 인정(게재예정 불인정)

➁ 공필과목 1과목 A 이상 및 지도교수 추천

신청자격

➀ 석사과정으로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 3.0 이상인 자(통상 3학기에 신청)
➁ 해당 기간 매학기 안전교육 이수증 제출자

※ 입학 후 본심 학기까지 매학기 1회씩 이수하여야 함

신청방법

- 대체인정 자격자는 기한 내 GLS에서  본인이 직접 외시+전시 각각 신청 후 지도교
수 추천을 받아 신청원 제출

- 대체인정 신청자는 GLS에서 외국어시험+전공시험을 신청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인정 신청원(별지 제2호의2서식)]과 해당 증빙서류를 행정실로 제출

- 킹고 ID LOGIN → GLS → 신청/자격관리 → 시험신청 →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
면제신청 → 제1외국어과목 & 전공과목

※ 의생계열 박사과정(통합과정)은 대체인정 신청 해당 없음(QE 응시 의무)
※ 2011학번 이전 통합과정은 42학점 이상임

라. 신청절차
◦ [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인정 신청원(별지 제2호의2서식)] 작성 → 행정실 제출 → 학장 결재 → 논문제출자

격시험 대체인정 시스템 반영(외시+전시 합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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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ualifying Exam [의생명과학계열 박사/통합과정 필수시험(전공시험 대체)]

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의생계열 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 대학원생은 박사학위 논문 본 심사 전에 반드시 Qualifying Exam(QE)을 

통과해야 함.
※ 상기 QE는 의생계열 박사/통합과정 전용 전공시험임

◦ Qualifying Exam 신청자는 매학기 개강 2주전(2월 중순/8월 중순) 행정실을 방문해서 [Qualifying Exam 신청서(별
지 제11호서식]와 [One-page Abstract(별지 제11호의2서식)]를 제출하고, 전공시험신청 기간(일정표 참조)에 GLS
를 통해 전공시험도 따로 신청해야 함.

◦ QE Proposal의 주제 및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자기 졸업논문과 관련이 적거나 없는 분야를 선택해야 함
※ 전혀 관련이 없거나 지도교수의 전공이 아닌 분야를 권장함

나. QE 개요                                                ※ QE 응시자격은 전공시험 자격과 같음
※ 의생계열 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은 Qualifying Exam으로 시행 함(전공시험 非대상)

시험유형 - QE Proposal 심사 및 구술시험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Abstract, Proposal 및 Oral test 각 70점 이상

응시자격

(전공시험)

- 각 학위과정으로 아래에 지정된 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 3.0 이상인 자
※ 박사학위과정: 27학점 이상 취득자(통상 4학기에 응시)
※ 석박통합과정: 39학점 이상 취득자(통상 6학기에 응시)
※ 2011학번 이전 통합과정은 42학점 이상임

- 해당 기간 매학기 안전교육 이수증 제출자
※ 입학 후 본심 학기까지 매학기 1회씩 이수하여야 함

응시방법

- QE 응시대상자는 기한(일정표참조)내에 GLS에서 본인이 전공시험을 동시에 신청
(On-line) 한 후 QE에 응시해야 함
※ 매 학기 1회 실시

- QE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가능

신청서류

[별지 제11호서식] Qualifying Exam 신청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One-page Abstract(Proposal For Qualifying Exam)
[별지 제12호서식] Proposal For Qualifying Exam

심사서류

[별지 제13호서식] Application and Evaluation Form(Qualifying Proposal 
for Ph.D.)

[별지 제14호서식] Evaluation Sheet(Qualifying Oral Examination)
[별지 제15호서식] Final Result of Qualifying Examination for Ph.D. 

degree(For Chai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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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QE 절차

 ➊ One-page Abstract

◦ 행정실 대학원 담당자에게 매학기 개강 2주전(2월 중순/8월 중순)까지 [One-page Abstract(Proposal For 
Qualifying Exam)(별지 제11호의2서식)]를 제출

◦ 행정실에서는 Abstract를 취합한 후, Qualifying 담당교수에게 신청자 명단, Abstract, QC(Qualifying 
Committee) 명단 전달

Qualifying Committee의 구성
 * Proposal 및 Oral Exam을 위하여 지도교수가 교내 3인(지도교수 포함)을 추천 
 * Qualifying 담당교수는 3인 위촉, 위촉된 3인의 심사위원 중 심사위원장 선임(지도교수 제외)

 ➋ Full Proposal

◦ One-page Abstract를 제출한 학생은 Full Proposal의 [Proposal For Qualifying Exam(별지 제12호서식)]에 맞추어 
영문으로 작성하고 Qualifying  Committee 위원 3인 모두에게 작성한 Proposal을 이메일로 개강후 3주(3월 
세째주 금요일/9월 셋째주 금요일)까지 송부해야 함
※ 대학원 행정실에서 각 교수님께 심사의뢰서 및 평가서[Application and Evaluation Form(Qualifying Proposal for 
Ph.D.)(별지 제13호서식)]는 직접 송부함

◦ 심사위원은 Full Proposal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개강후 4주(3월말/9월말)까지 행정실 
대학원 담당자에게 심사결과를 제출

 ➌ Oral Exam(구술시험)

◦ 구술시험 대상학생은 심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심사일정 및 장소를 정하고 개강후 5주(4월 첫주 금요일/10월 
첫주 금요일)까지 심사를 완료함
※ 대학원 행정실에서 각 교수님께 Oral Exam용 구술시험 평가서[Evaluation Sheet(Qualifying Oral Examination)
(별지 제14호서식)] 및 위원장용 전공시험결과[Final Result of Qualifying Examination for Ph.D. degree(For Chair Use)
(별지 제15호서식)]를 직접 송부함

◦ 심사위원장은 최종결과표(Final Result of Qualifying Examination for Ph.D. degree)를 작성하여(각 위원
이 제출한 Evaluation Sheet)와 함께 개강후 6주(4월 둘째주 월요일/10월 둘째주 월요일) 이전 까지 행정실 
대학원 담당자에게 전달함.
※ 학위청구논문 예비·본심사원서 접수 10일전 즉, 전공시험 결과보고 시까지 완료

◦ 구체적인 심사 날짜는 다음 ‘라. 2017학년도 Qualifying Exam 심사과정 로드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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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7학년도 Qualifying Exam 심사과정 로드맵
구 분 QE 진행 절차 기  간 비   고

학 생 ∙ QE Committee 구성 및 준비
※ 지도교수 포함 3명(위원장 선임) 2월초 8월초

ê

학 생

∙ QE 신청서류 행정실 제출
➀Qualifying Exam 신청서
➁Proposal For Qualifying Exam
(One-page Abstract)
※ 박사 27학점, 통합 39학점 이수 확인

∙ 전공시험 응시기간 중 GLS 별도 신청 병행

2.17.(금) 8.11.(금)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2011 이전 통합 42
ê

행정실
∙ One-page Abstract 서류 QE 담당교수 송부

➀신청자 명단
➁One-page Abstract
➂QC(Qualifying Committee) 명단

즉시 즉시
행정실에서 송부

ê

학 생 ∙ 전공시험 응시 신청(On) 3.3.(금) 8.29.(화) GLS
ê

학 생 ∙ Full Proposal 심사위원께 송부
※ E-mail 송부 3.17.(금). 9.15.(금) [별지 제12호서식]

학생이 직접 송부
ê

행정실 ∙ 심사의뢰서 및 평가서 심사위원께 송부
※ Application and Evaluation Form 송부 즉시 즉시 행정실에서 송부

[별지 제13호서식]
ê

심사위원 ∙ Full Proposal 심사 완료
※ 심사 후 심사결과 행정실 송부 3.24.(금) 9.22.(금) 심사위원이 제출

ê

행정실

∙ 구술시험 평가서 심사위원께 송부
➀Evaluation Sheet

∙ QE 최종결과보고서(위원장용) 위원장께 송부
➁Final Result of Qualifying Examination 
for Ph.D. degree(For Chair Use)

즉시 즉시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ê

학 생 ∙ Oral Exam(구술시험) 완료
※ 학생이 심사위원과 협의하여 자체 진행 3.31.(금) 9.29.(금) 심사일정 및 장소 확정

ê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이 심사결과 취합 후 행정실 송부

➀Evaluation Sheet
➁Final Result of Qualifying Examination 
for Ph.D. degree(For Chair Use)

4.3.(월) 10.10.(화)

ê

행정실 ∙ QE 합격자 발표 4.10.(월) 10.16.(월)
ê

학 생 ∙ 예심/본심 심사원 제출(Off) 4.21.(금) 10.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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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 학위청구논문심사(예심/본심)
학위청구논문심사
본심에 합격하면 해당 학위를 수여하며, 본심 1개 학기 전에 예심에 합격해야함(예심+본심=2개 학기 소요)

다음 6개 사항을 충족하여야 본심을 신청할 수 있음  ※ 2014학번 이후 의생 석사: 학술발표 조건 부과
➊수료학점 모두 취득 + ➋외국어시험 합격 ➌전공시험 합격 + ➍예비심사합격 +

➎학술지 논문게재 조건 충족(박사/통합과정 만 해당) + ➏안전교육 이수(2012. 3월부터 매학기)

1. 학위청구논문심사 관련 일정: Off-line 신청서 제출
구분 학기 신청기간 심사기간 대상자 비고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신청

1학기 3. 1.(수)~
3. 7.(화) - - 1학기 신입학생

(입학과 동시에 확정)
- 신청서 제출
- 지도교수 변경 시 

변경신청서 재 
제출2학기 8.28.(월)~

9. 1.(금) - - 2학기 신입학생
(입학과 동시에 확정)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한 학기 소요)

1학기 4.21.(금)~
4.28.(금)

4.29.(토)~
6.28.(수)

- 석사: 15학점이상
- 박사: 27학점이상
- 통합: 39/42학점이상

취득 후 지도교수 추천 받은 자
- 평균성적 3.0 이상

➊예심 심사원 제출
➋심사료

- 석사:  40,000원
- 박사: 100,000원2학기 10.24.(화)~

10.31.(화)
11. 1.(수)~
12.29.(금)

학위청구논문

본심사

(한 학기 소요)

1학기 4.21.(금)~
4.28.(금)

4.29.(토)~
6.28.(수)

➊수료학점 모두 취득 후,
➋외국어시험 합격
➌전공시험 합격
➍예비심사 합격
➎학술지 논문게재 조건 충족

※ 박사/통합과정 만 해당
➏안전교육 이수

➊본심 심사원 제출
➋심사료

- 석사: 100,000원
- 박사: 510,000원2학기 10.24.(화)~

10.31.(화)
11. 1.(수)~
12.29.(금)

학위청구논문

인쇄본 제출

(본심 합격자)

1학기 2017.7.19.(수)까지, ※ 학위논문 On-line 탑재: 7. 12.(수)까지
2학기 2018.1.19.(금)까지, ※ 학위논문 On-line 탑재: 1. 12.(금)까지

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석사/박사)

➀ 전자파일(학위논문 On-line 탑재) 제출: dCollection_성균관대 사이트 접속
(학위논문내용일치확인서 및 저작물온라인이용허락동의서 포함)

➁ 인쇄본 제출: 3부(서명有 1부 + 서명無 2부)
➂ 학위수여 관련 서류 각 1부 제출
 - 필수: 졸업자 취업현황, 영문학위기용 영문명, 학위취득자 조사표
 - 선택: 학위논문 공개유예신청(필요시), 학위수여식용 증명사진(박사만)
※ 학위논문 최종본(전자파일&인쇄본) 등 제출 및 학위수여 제한 관련 사항은 P.43 참조

※ 안전교육 이수 필수: 석사 4회 이상, 박사 5회 이상, 통합 7회 이상
입학 후 본심학기까지 매학기 1회씩 이수하여야 함(본심 신청자격,2012. 3월부터)

※ 학위논문 제작 및 제출 기준: 성균관대 홈페이지(www.skku.edu) → [교육]  → [학사안내] → [학위논문] 참조
※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 성균관대 학술정보관(http://lib.skku.edu) 또는 dCollection_SKKU(http://dCollection.skku.edu)
※ 전자파일 제출방법: dCollection 홈페이지 접속 → 제출자 LOG IN → 자료제출 → 학위논문 제출 → 논문정보 입력 및 업로드
※ 과거 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기한(석사 5년, 박사 7년) 및 기간경과 후 외시/전시 재 응시는 2012. 3월부터 폐지됨
※ 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기한: 이전 기준대로 석사 5년, 박사 7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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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위청구논문심사(예심/본심) 신청
가. 심사원 제출자격

구  분
자 격 사 항

예심 본심

석사과정

➀ 15학점 이상(평균성적 3.0이상) 취득
➁ 지도교수 추천자

➀ 24학점 이상(평균성적 3.0이상) 취득
➁ 외국어시험 합격
➂ 전공시험 합격
➃ 예비심사 합격
➄ 안전교육 이수(1기~본심 학기, 4회 이상)**

박사과정

➀ 27학점 이상(평균성적 3.0이상) 취득
➁ 지도교수 추천자

➀ 36학점 이상(평균성적 3.0이상) 취득
➁ 외국어시험 합격
➂ 전공시험 합격
➃ 예비심사 합격
➄ 안전교육 이수(1기~본심 학기, 5회 이상)**
➅ 학술지 논문게재 조건 충족
➆ 연구등록금 납부(수료 후 연속 4회)

석·박사통합

➀ 39학점 이상(평균성적 3.0이상) 취득*
➁ 지도교수 추천자

➀ 51학점 이상(평균성적 3.0이상) 취득* 
➁ 외국어시험 합격
➂ 전공시험 합격
➃ 예비심사 합격
➄ 안전교육 이수(1기~본심 학기, 7회 이상)**
➅ 학술지 논문게재 조건 충족
➆ 연구등록금 납부(수료 후 연속 4회)

※ * 학칙 제34조에 의거, 2011학년도 이전 통합과정 입학자의 예심신청은 42학점, 수료학점은 57학점임
※ ** 본심 심사원 제출 시까지 매학기 안전교육 수강을 완료하고 '이수증'을 의과대학행정실에 제출해야 함
※ 본심과 예심은 동일한 학기에 이루어 질 수 없음(각각 한 학기 소요)

나. 심사위원 위촉 및 합불 판정
구   분 예심/본심 심사위원 합격 기준

석사과정 지도교수 포함 3인 공통: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 2명
박사과정 지도교수 포함 5인 예심: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 4명

본심: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 4명석·박사통합

※ 본교 非전임교원은 교내 심사위원으로 간주
※ 박사과정 학위논문 교외 심사위원 2/5 이상(2인 포함) 구성비 의무규정은 2016-1부터 폐지됨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선정
◦ 심사위원은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장이 위촉함(심사원에 심사위원을 명기).
◦ 교외(본교 非전임교원 포함) 심사위원의 경우 신상<주민번호/계좌번호/연락처/우편물 주소/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포함된 [교외/非전임 심사위원 명단]을 [예심/본심 심사원]과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위원 위촉 및 논문 심사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임)

※ 교외(본교 非전임교원 포함) 위원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 위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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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사항
◦ 예심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석사 예심 심사원(별지 제3호서식 일체)] 및 [박사 예심 심사원(별지 제7호서식 

일체)]를 행정실에 제출하고, 발급 받은 접수증에 명시된 은행계좌로 소정의 논문 심사료 납부
◦ 본심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석사 본심 심사원(별지 제5호서식 일체)] 및 [박사 본심 심사원(별지 제9호서식 

일체)]를 행정실에 제출하고, 발급 받은 접수증에 명시된 은행계좌로 소정의 논문 심사료 납부
◦ 기한 내 심사료 미입금 시 논문심사 신청이 자동 취소됨
◦ 심사논문은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한글로 작성 시에는 영어 논문요지를, 영어로 작성 

시에는 한글 논문요지를 첨부하여야 함
◦ 예심/본심 심사원 제출자는 논문심사를 위하여 논문 원고(석사학위는 3부, 박사학위는 5부)를 소정기간 내

에 각 심사위원께 직접 제출해야 함
◦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학과에서 인정한 학술지에 논문 1편(공동연구 발표 논문도 포함)을 발표

하고, [학술지 발표논문 인정서(별지 제9호의5서식)] 및 그 논문(논문게재증명서도 가능)을 제출해야 함

라. 학술지 논문게재 인정기준                      ※ 입학 이후부터 본심 신청 전까지 게재 완료 실적에 한함

◦ 의생명과학계열 학술지논문 게재 인정 舊기준(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 未충족 시 본심 불가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

학술지 논문게재 의무 없음 SCI급 논문 주저자 1편 이상
※ SCI급은 SCIE 및 SSCI 논문을 포함하며, 주저자는 제1저자 및 교신저자를 포함함

◦  의생명과학계열 학술지논문 게재 인정 新기준(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BK21+사업 참여 대학원생은,
2015. 1학기 본심 심사자(2015. 8월 졸업자)부터 新기준 적용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

본심

신청 시
없음 SCI급 논문 주저자 1편 이상

(논문 발표 or submission)

본심

결과제출 시

학술대회 제1저자 
발표 1회 이상
※ SCI급 논문투고
※ 포스터 명단
인정

BK21+사업 참여 대학원생

(2015. 8월 졸업자부터 적용)

BK21+사업 未참여 대학원생

(2014. 3월 입학자부터 적용)

① SCI급 논문 주저자 2편

or,

② SCI급 논문 주저자 1편

(JCR 분야별 상위 20% 이상) +

SCI급 논문 공저자 1편

① SCI급 논문 주저자 1편 +

SCI급 논문 공저자 1편

or,

② SCI급 논문 주저자 1편

(JCR 분야별 상위 20% 이상)

※ 본심 심사신청 조건 未충족 시 본심 신청 불가
※ 학술지 논문게재 확인: 본심 결과제출 시 본심 결과보고서에 심사위원장이 논문게재 조건을 충족시켰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첨부 (논문게재 인정 기준: 본심 결과보고 시까지 acceptance letter 증명 이상)
※ 본심 결과 조건에는 본심 신청 실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SCI급은 SCIE 및 SSCI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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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출 서류 및 제출 장소

구  분
접수 시 제출 서류 제출방법

예심 본심 공통

석사과정

➀심사논문원고 3부
➁석사 예심 심사원 1부
➂석사 예심 서약서 1부
➃석사 예심 교외/非전임 

심사위원 명단 1부(해당시)
➄석사 예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해당시)

➀심사논문원고 3부
➁석사 본심 심사원 1부
➂석사 본심 서약서 1부
➃석사 본심 교외/非전임 심사위원 명단 1부(해당시)
➄석사 본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해당시)
➅석사 본심 안전교육이수 확인서 1부
➐석사 본심 학술발표 확인서 1부(결과보고시)*

①번 서류: 각 
심사위원께 직접 
제출
②~➅번 서류: 
행정실로 
Off-Line 제출
➐, ➑번 서류: 
본심 결과보고 시
함께 행정실로 
Off-Line 제출

박사과정 &

통합과정

➀심사논문원고 5부
➁박사 예심 심사원 1부
➂박사 예심 서약서 1부
➃박사 예심 교외/非전임 

심사위원 명단 1부
➄박사 예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해당시)

➀심사논문원고 5부
➁박사 본심 심사원 1부
➂박사 본심 서약서 1부
➃박사 본심 교외/非전임 심사위원 명단 1부
➄박사 본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해당시)
➅박사 본심 심사자격인정서 1부
➆박사 본심 안전교육이수 확인서 1부
➑박사 본심 논문충족 확인서 1부(결과보고시)**

※ 안전교육은 입학 후 본심 학기까지 매학기 1회씩 이수하여야 함(2012. 3월부터 시행)
※ * ➐석사 본심 학술발표(학술대회 발표실적) 확인서는 의생계열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해당 없음)
※ ** ➑의생계열 박사 본심 논문충족(학술지 논문게재) 확인서는, 본심 신청 시까지 학술지 논문게재 조건(2편)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본심 결과보고 시까지 기한을 연장하여 따로 제출하는 서류임
➀ 의생계열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➁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BK21+사업 참여 대학원생으로, 2015. 1학기 본심 심사자(2015. 8월 졸업자)부터 적용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BK21+사업 참여 未대학원생은 해당 없음)
➂ 논문게재 인정 기준: 본심 결과보고 시까지 acceptance letter 증명 이상 실적이 있어야 함

바. 학위과정별 학위논문 심사료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통합과정

예심 본심 예심 본심

심사위원(지도교수) 10,000원 30,000원 20,000원 102,000원 82,500원 50,000원 60,000원
심사위원장 20,000원 40,000원 20,000원 102,000원 82,500원 50,000원 60,000원
심사위원 10,000원 30,000원 20,000원 102,000원 82,500원 50,000원 130,000원
심사위원 20,000원 102,000원 82,500원 180,000원 130,000원
심사위원 20,000원 102,000원 180,000원 180,000원 130,000원
합계(학생납부액) 40,000원 100,000원 100,000원 510,000원 510,000원 510,000원 510,000원
위원 구성 - - - 內5+外0 內4+外1 內3+外2 內2+外3

※ 본교 非전임교원은 교내 심사위원으로 간주
※ 통합과정 중도포기자는 석사과정 심사료 적용
※ 박사과정 학위논문 교외 심사위원 구성비 의무규정은 2016-1부터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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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위논문 최종본(전자파일&인쇄본) 제출 및 학위수여 제한
가. 학위논문 최종본(전자파일&인쇄본) 제출서류

석사 박사 제출서류 비고

○ ○

➀학위논문내용일치확인서 1부.
➁저작물온라인이용허락동의서 1부.(디콜렉션 홈피 출력 후 자필서명)
※ 온라인 제출 완료(승인 확정) 후 홈피 출력 가능

교무처 서식
교무처 서식

○ ○

➂학위논문 인쇄본(A4 양장본; Hard cover) 서명有 1부 + 서명無 2부
※ 서명有 1부: 심사위원 성명&서명(날인) 있는 것 (원본/사본 다 가능)
※ 서명無 2부: 심사위원 성명&서명(날인) 없는 것 (전자파일과 동일)

인쇄소 개별 제본
학교보관용(원본)
공포용

○ ○ ➃대학원 졸업자 취업현황 1부. [별지 제24호서식]
○ ○ ➄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영문학위기 인쇄용 여권 영문명) 1부. [별지 제25호서식]
○ ○ ➅국내 신규 석․박사학위취득자 조사표 1부.(교육부 제출용) On-line 설문 조사

○ ➆증명사진 파일(email 송부) 1부.(졸업식용)

선택 선택 ➇학위논문공개유예신청서 1부.(6개월)
※ GLS를 통해 On-line 업로드 & 원본 행정실 제출

GLS 신청 필수

※ 학위논문 제작 및 제출 기준: 성균관대 홈페이지(www.skku.edu) → [교육]  → [학사안내] → [학위논문] 참조
※ 학위논문 전자파일 제출: dCollection_성균관대 사이트(http://dCollection.skku.edu), 로그인 ID/PW: 킹고포털 ID/PW
※ 제출방법: ‘학위논문제출’ 클릭 → ‘학위논문 (학년도-학기) 콜렉션’ 선택 → 논문정보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로그인 → 컬렉션 선택 → 제출자 정보 → 메타정보 입력 → 저작권 동의 → 원문 등록 → 제출 확인 → 제출 완료 → 
제출 내역 조회 → 개인공지 확인)

※ 인쇄절차: 전자파일 제출 승인 완료 後 인쇄할 수 있으며 오탈자 교정 外 수정 불가(전자파일=인쇄본 일치 필수)
※ 신규석박사학위취득조사: 홈페이지(http:/www.narastat.kr/emdh) 접속 → 조사참여 → ‘설문완료증’ 출력 → 행정실 제출
※ 공개유예 신청: GLS → 신청/자격관리 → 학위논문공개유예신청 → 학위논문비공개(공개유예) → 신청

(신청서 출력 후 지도교수 확인/서명을 받아 스캔 후 GLS에 다시 업로드 & 원본 행정실 제출해야 신청 완료됨)
※ (석사)졸업앨범비환불신청서 1부(서식 별도).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만 해당

나. 학위청구논문 미제출자 학위수여 제한
◦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하고도 학사일정에 정한 기한 내에 학위논문 완성 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기 

졸업일에 학위수여 불가 및 학위수여(졸업)증명서도 발급 불가
◦ 학위논문 완성 본을 제출하지 않아 학위수여가 유예된 논문합격자는 다음 학기 제출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였을 때 제출학기 졸업일에 학위 수여
◦ 만약, 이 기한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전학기 논문심사 합격을 취소하므로, 이후 학위수여를 위해서

는 학위 논문심사를 다시 받아야 함
◦ 시행일자: 2016. 1학기 본심 합격자부터

다. 대학원 학위논문 공개유예 신청 절차 및 연장
◦ 일정기간 학위논문 공개 유예가 필요한 경우 유예기간: 최초 6개월 (최대 2년까지 가능)

◦ 공개 유예 신청 사유를 적어 지도교수 서명을 받아 행정실에 제출하면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확
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도 6개월 단위로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함

◦ 학위논문 공개유예 신청 사유: 지적재산권 보호, 출판, 학술지 게재, 연구비 지원 기관과의 협약 등의 사유
로 일정기간 학위논문 공개 유예가 필요한 경우

◦ 공개유예 신청 절차: GLS → 신청/자격관리 → 학위논문공개유예신청 → 학위논문비공개(공개유예) → 신청
※ 신청서 출력 → 지도교수 확인/서명 → 스캔 → 업로드 & 원본 행정실 제출

◦ 시행일자: 2016. 1학기 본심 합격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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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졸업논문】Thesis 및 Advisory Committee Meeting (ACM)

가. 석사과정 Advisory Committee

◦ 심사위원은 지도교수 포함 교내 교수 2인을 위촉하여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다.

◦ ACM은 학생이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전공시험 후 Final Defense 전까지 최소 1회를 계획, 장소, 시간 등을 
위원들과 상의한 후 실시한다.

◦ 위원회는 학생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졸업 논문 연구가 학위 수여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심사하고 조
언한다.

◦ 위원장은 학생의 Final Defense 능력이 인정되면 날짜를 결정하여 즉시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한다.

◦ Final Defense는 Advisory Committee 위원 3인의 참석 하에 내부적으로 실시한다.

◦ 결과는 대학원위원회에 위원장이 보고한다.

◦ 학생은 졸업논문(제본 직전의 완성된 형식) 및 논문심사결과양식 1부와 함께 Final Defense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한다. 

나.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Advisory Committee

◦ 교내 3인(지도교수 포함) 및 외부 2인의 총 5인으로 구성하고, 지도교수를 제외한 위원 중 위원장을 자체 
선출한다.

◦ ACM은 학생이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Qualifying Exam 통과 후 Defense 전까지 최소 1년에 1회를 계획, 장소, 
시간 등을 위원들과 상의한 후 실시한다.

◦ Defense를 해도 좋다는 마지막 Advisory Committee의 결정(Thesis를 써도 좋다는 허락)이 나면, 학생은 심
사위원들의 시간을 고려하여 Defense 날짜를 정하고, 결정된 Defense 날짜의 1주 전까지 Advisory 
Committee에 Thesis(제본 직전의 완성된 형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생은 Final Defense 시에 필요한 50분간의 발표와 1시간 이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

◦ Final Defense의 결과, Thesis 의 Quality 및 Ph.D.로서의 Quality를 검증 받고 통과되면 학생은 의과대학 
공개 세미나를 Arrange하고 발표하여야 한다.

◦ 공개세미나의 좌장은 지도교수가 맡는다.

박사학위 Thesis의 Quality
* 실험진행에 따라 결정하되 해외 SCI journal에 first author로서 최소 1편 게재하거나 게재 확정 후 지도교수 및 

Advisory committee의 판단에 의하여 시행(학위심사 과정에서 확인)

다. 연구등록(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만 해당)

◦ 대상: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박사학위 과정생 중 정규 4개(석·박사통합과정은 8개) 학기의 등록을 마친 후의 학위논문미제출자(외국어시

험, 전공시험 미 응시 또는 불합격자 포함)는 학위취득 전까지 통산 4회(매 학기)의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
야 하는 제도

◦ 연구등록 금액은 등록금액의 8% 수준이며, 연구등록자는 재학생에 준하여 학교의 제반 시설 이용가능
◦ 연구등록 4회를 마치기 전에 논문 제출하여 졸업한 경우 이후의 연구등록은 하지 않아도 됨
◦ 학위논문 작성 필요시 해당 연구등록학기 마다 3학점(1과목) 및 논문지도학점(1학점)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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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_ Academic Affairs for International Student [Biomedical Science]

A. Course List
1. 2017 Spring Semester

Subject Subject 
Number Credit Day / Time Lecture

Room Professor Department Remarks

Academic Writing and 
Research Ethic 1

COV7001
(I8) 1 - Online class Ko Kwan Soo Prerequisite

Introduction to 
Molecular Cell Biology MED5456 3 THU / 09:00

Graduate 
lecture 

room
Kim Kyeong Kyu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Common 

Subject
/ English

Current Topics of 
Infection and 
Inflammation

MED5459 3 THU / 15:00 
Graduate 

lecture 
room

Hahn Myong Joon Microbiology
Common 

Subject

Advanced human 
embryology MED5452 3 MON / 09:00

F4
Seminar 

room
Joo Kyeung Min 

Anatomy & 
Structural 

Biology

Stem cells and 
regenerative medicine MED5506 3 MON / 14:00

Graduate 
lecture 

room
Kang Jong Sun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English

Molecular Genetics of 
Bacteria MED5293 3 TUE / 15:00

F6
Seminar 

room
Shin Dong Woo Microbiology

Epidemiology of 
Infectious Disease MED5301 3 TUE / 16:00

F4
Seminar 

room
Cheong Hae Kwan

Social and 
Preventive 

Medicine
English 

/Medicine

Neuroscience MED5468 3 WED / 14:00
F4

Seminar 
room

Chung Sung kwon Physiology

Imaging techniques in 
biomedical science MED5505 3 WED / 14:00

F3
Seminar 

room
Lee Kyung Hoon

Anatomy & 
Structural 

Biology

Introduction to 
translational research MED5502 3 THU / 13:00

F3
Seminar 

room
Kim Duk Hwan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Pathways and 
regulation of cell death MED5499 3 FRI / 13:00

F5
Seminar 

room
Lee Yun Jong Pharmacology

Introduction to clinical 
medicine MED5480 3 FRI / 13:00

Graduate
lecture

room
Lee Ki Young Immunobiology

Advanced biomedical 
research trends MED5504 3 FRI / 14:00

F4
Seminar 

room
Kang Kyeong Jin

Anatomy & 
Structural 

Biology

Biomedical research in 
progress 1 MED5509 3 FRI / 16:00

Graduate 
lecture 

room
Ahn Jee Yin English

Directed Study for MS 
Thesis MED5474 3 - - Kang Jong Sun B.M

Directed Study for 
Ph.D. Thesis 3 MED6010 3 - - Lee Kyung Hoon B.M

Advanced Research in 
Biomedical Science Ⅲ MED5503 3 - - Um Sung Hee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 To get a “medicine degree” among Biomedical sciences students, complete the minimum 12 credits related to medicine("medicine" notation in 
a remarks column) and submit [FORM NO.23]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at the 1st floor) by 3rd week of December / 3rd week of Jun (last 
semester).

※ BM: Basic Medicine Only
※ CM: Clinical Medicine Only
※ Students who belong to BK21PLUS project participating department (Biomedical Science) must complete the prerequisite course titled 

‘Academic Writing and Research Ethic’
※ ‘Advanced Research in Biomedical Science Ⅲ’ is an exclusive course for students who are taking the ‘Research-based degree 

program ’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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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 Fall Semester
Subject Subject 

Number Credit Day / Time Lecture
Room Professor Department Remarks

Academic Writing and 
Research Ethic 1

COV7001
(I8) 1 - Online class Ko Kwan Soo Prerequisite

Human Physiology MED5279 3 MON / 09:00
Graduate

lecture
room 

Kim Hyun Jin Physiology
Common 

Subject
/ Medicine

Current topics in Cell 
Biology MED5457 3 THU / 13:00

Graduate
lecture

room
Kang Jong Sun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Common 

Subject

Special Topics in 
Biochemistry MED5507 3 MON / 13:00

F6
Seminar 

room
Kim Kyeong Kyu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English

Biochemistry of 
MetabolismⅠ MED5315 3 TUE / 10:00

F4
Seminar 

room
m Sung Hee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Molecular Gerontology MED5295 3 TUE / 14:00
F5

Seminar 
room

Shin Jae Kyoon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English

Clinical Immunology MED5470 3 TUE / 14:00
Graduate 

lecture 
room

Lee Ki Young Immunobiology

Neuroepidemiology MED5245 3 TUE / 16:00 
F4

Seminar 
room

Cheong Hae Kwan
Social and 
Preventive 

Medicine
English 

/Medicine

Calcium signaling MED5183 3 WED / 14:00
F4

Seminar 
room

Par Myoung kyu Physiology

Advanced Tumor 
Biology MED5508 3 WED / 15:00

Graduate
lecture

room
Lee Chang woo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English

Recent progressions in 
stem cell research MED5454 3 THU / 09:00

F4
Seminar 

room
Joo Kyeung Min

Anatomy & 
Structural 

Biology

Neuro biochemistry MED5458 3 THU / 15:00
F4

Seminar 
room

Ahn Jee Yin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Sensory Neuroscience MED5450 3 FRI / 14:00
F4

Seminar 
room

Kang Kyeong Jin
Anatomy & 

Structural 
Biology

Biomedical research in 
progress 2 MED5510 3 FRI / 15:00

Graduate 
lecture 

room
Ahn Jee Yin English

Directed Study for MS 
Thesis MED5474 3 - - Kang Jong Sun B.M

Directed Study for 
Ph.D. Thesis 4 MED6011 3 - - Lee Kyung Hoon B.M

Advanced Research in 
Biomedical Science Ⅲ MED5503 3 - - Um Sung Hee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  To get a “medicine degree” among Biomedical sciences students, complete the minimum 12 credits related to medicine("medicine" 
notation in a remarks column) and submit [FORM NO.23]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at the 1st floor) by 3rd week of December / 3rd 
week of Jun (last semester).

※ BM: Basic Medicine Only
※ CM: Clinical Medicine Only
※ Students who belong to BK21PLUS project participating department (Biomedical Science) must complete the prerequisite course titled 

‘Academic Writing and Research Ethic’
※ ‘Advanced Research in Biomedical Science Ⅲ’ is an exclusive course for students who are taking the ‘Research-based degree program

’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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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cademic Affairs

1. Outline for the degree
Classification M.S. Ph.D Combined course Note

Minimum 
Registration

4 semesters 4 semesters +
4 research enrollments 

8 semesters +
4 research enrollments 

Credit 
Requirement

24 credits 36 credits 51 credits ※ freshman before 2012: 57 
credits(combined course)

Prerequisite
Requirement

1 credit (Online) 1 credit (Online) 1 credit (Online) ※ Mandatory for the first 
semester students

Common Subject 6 credits 6 credits 6 credits
※ Qualification for exemption : 

Abolished (from 2013 2nd 
semester)

English Subject 3 credits 3 credits 6 credits

Directed Study for 
Thesis Subject

Maximum of
3 credits

Maximum of
9 credits

Maximum of
12 credits

Research-based 
graduate thesis
program
(Advanced Research 
Course)

N/A Maximum of
12 credits

Maximum of
15 credits ※ New program beginning in 

Spring semester, 2016

Complete Course

- Meet the Minimum Registration
- Meet the Requirement credits

 ※ Common Subject 
 ※ English Subject

- Higher than average 3.0 grade

Exam 
(applying for Thesis)

- Qualify the English Exam
- Qualify the Comprehensive Exam (M.S.)
  Pass the Qualifying Exam (Ph.D /Combined Course)

Lab Safety Edu

- M.S: 4 semesters (4 times ↑)
- Ph.D: 5 semesters (5 times ↑)
- Combined Course: 8 semesters (8 times ↑)

※ From the first semester to the final semester of the final 
dissertation examination

※ Grant qualification for           
Comprehensive Examination

※ Grant qualification for applying  
for the final dissertation    
examination

※ Grant grade checking authority
   during announcement period

Requirements for 
the dissertation 
Examination

➀ Satisfy the Minimum Registration and Credit Requirement
➁ Qualify the English Exam
➂ Qualify the Comprehensive Exam (Qualifying Exam)
➃ Pass The preliminary dissertation examination for the degree
➄ M.S: Requirement of attendance for an international/domestic        

  academic conference(as 1st author)
   Ph.D/Combined: Requirement of Papers in the SCI journal
➅ Complete the Lab Safety Edu
➆ Pass The final dissertation examination for the degree

Submission of 

Dissertation
➀ Electronic copy(Online file upload)
➁ Hard copy and related documents

Degree Choice : Medicine, Science

※ Only combined course students can reduce 1~2 semesters to the utmost limit, if they meet the requirement 
credits(51 credits) within 6 semesters or 7 semesters.

   To shorten the registration semester, please submit [FORM NO.20]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by the 1st week of July 
/ 1st week of January.

※ Please inquire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on the detailed process if you want to shorten the registrating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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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mits for application for classes(per semester) 
Course Maximum credits

(per semester) The excessive application for classes

M.S. 9 credits Not available

Ph.D 9 credits   3 credits for 1st and 2nd semester (total: 6 credits)

Combined 9 credits   3 credits for 1st semester 

3. Lab Rotation and Allocation of the thesis advisor
A.  A Student will be assigned to a thesis advisor to get advise on his or her paper for the degree among the professors 

within our school.

B.  The thesis advisor assignment should be done until the 1st week of 1st semester and submit [FORM NO.1, FORM 
NO.1-2] at the administrative office.

4. Requirement of the credits for the completion of course
A. M.S.:  M.S. Course are mainly managed with common subjects.

B. Ph.D:  Subjects of Ph.D. course are classified as elective, seminar, and individual research,
and it is necessary to discuss application for classes with his/her advisor prior to the registration.

C. Remarks

  1) Biomedical Science Div. is consists of 11 sub-div.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Pharmacology,
Immunobiology, Molecular Parasitology, Physiology, Microbiology, Anatomy and Cell Biology,
Social and Preventive Medicine)

  2)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manages the curriculum.

  3) Minimum 6 credits of common subjects are required for M.S and Ph.D. degree candidates.

  4)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can discuss the opening of common subjects.

Course
Credits

Total Note
Major Subjects Elective Subjects

 M.S.  More Than 12 Credits  less than 12 credits

At least 24 Credits

 (usually, acquire 24 Credit until the end 
of 3rd semester, followed by final 
application on 4th semester)

Basically,   
more than   
2 common   
subjects    
(6 credits)

 Ph.D  More Than 18 Credits  less than 18 credits

At least  36 Credits

(usually, acquire 36 Credit until the end of 
4th semester, followed by final defence 
application at 5th semester)

 Combined  
 Course

 More Than 30 Credits  less than 21 credits

At least  51 Credits

(usually, acquire 51 Credit until the end of 
6th semester, followed by final defense 
application at 5th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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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nglish Exam (Refer to the Comprehensive Exam Schedule)
※ English Exam is one of the qualification exams that students need to take prior to a final defense for the Degree.
Language for the test - English

Qualification criteria - Higher score than 70 (perfect score is 100)

Requirement for the 
exemption of the test

- TOEFL: CBT 213, PBT 550, IBT 79
- TOEIC 700 (＊Tested in Korea only) - TEPS 700
- OPIc: IM2 - IELTS: 6.0
- G-TELP level 2 60 or level 3 80

Applying for the test - The application for the test is only available online at GLS
  (March 3rd~8th, August 29th ~ September 1st)

6. Comprehensive Exam
※ Comprehensive Exam is one of the qualification exams that students need to take prior to a final defense for the Degree.
Qualification criteria - Higher score than 70 (perfect score is 100)

Qualification for the test

- Basically, higher than average grade of “B”
  * M.S.: More than 15 credits.
  * Ph.D: More than 27 credits. 
  * Combined Course: More than 39 credits.
- Completion of the Safety Courses (every semester)

Applying for the test
- The application for the test is only available online at GLS

(March 3rd~8th, August 29th ~ September 1st)
  * Ph.D & Combined Course

Qualification for 
exemption

- Abolished (from 2013 2nd semester)

※ Ph.D & Combined Course: Students have to pass the Qualifying Exam for passing the Comprehensive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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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issertation Submission Schedule
Schedule Sem.

Application
Period

Reviewing
Period

Who can apply? Details

Application

for Academic

Advisor

Spring Mar.3 (Fri)~
Mar.8 (Wed) - - Spring semester 

  new students
- Submit application 
  form
- Need to re-submit
  if there is change 

of advisor
Fall Aug.29 (Tue)~

Sep.1 (Fri) - - Fall semester 
  new students

Dissertation

Preliminary

Examination

Spring Apr.21 (Fri)~
Apr.28 (Fri)

Apr.29 (Sat)~
Jun.28 (Wed)

- Master: at least 15 credits
- Ph.D: at least 27 credits
- Combined: at least 39 credits
 + nomination from advisor
- GPA 3.0 or above

➊Application form
➋Examination Fee

- MS: 40,000KRW
- Ph.D: 100,000KRWFall Oct.24 (Tue)~

Oct.31 (Tue)
Nov.1 (Wed)~
Dec.29 (Fri)

Dissertation

Final

Examination

Spring Apr.21 (Fri)~
Apr.28 (Fri)

Apr.29 (Sat)~
Jun.28 (Wed)

➊ Satisfy credit requirement
➋ Qualify English Exam
➌ Qualify Comprehensive  
   Exam or Q/E
➍ Qualify Preliminary 
   Examination
➎ Qualify Publication 
    condition (Ph.D/Combined)
➏ Complete Safety Education

➊Application form
➋Examination Fee

- MS: 100,000KRW
- Ph.D: 510,000KRW

Fall Oct.24 (Tue)~
Oct.31 (Tue)

Nov.1 (Wed)~
Dec.29 (Fri)

Submission  

of Printed   

Version

(Final Passer)

Spring Jul.19, 2017 (Wed) ※ Online upload deadline: Jul.12.(Wed)

Fall Jan.19, 2018 (Fri)  ※ Online upload deadline: Jan.12.(Fri)

Necessary
Documents 
for
Dissertation
Submission
(MS/Ph.D)

➀ (MS/PhD) Confirmation of online dissertation submission. 
   ※ Available for print-out on the uploading website
➁ (MS/PhD) Consent on the use of  online publication
   ※ Available for print-out on the SKKU library website (1 day after the upload)
➂ (MS/PhD) Hard Cover Printed Version: Ph.D (3 copies), MS (3 copies)
   ※ A copy of original version with the name and signature and  copies without 

name and signature
➃ (MS/PhD) Graduate Employment Information (Form No. 24)
➄ (MS/PhD) Confirmation of Information on English Diploma (Form No. 25)
➅ (Ph.D) a copy of photo (submit via email)
➆ (Ph.D) Survey for Ph.D graduates (Ministry of Education)
➇ Application for delay of dissertation to go public

※ Safety Education Qualification Criteria: 
  (MS) At least 4 times, (Ph.D) At least 5 times, (Combined) At least 7 times
  All students must complete the safety education once a semester until the application for final 
  dissertation examination.
※ Details on Thesis/Dissertation: SKKU Website(www.skku.edu/eng) → Academics  → Academic Information  → 

Thesis/Dissertation
※ Online upload of dissertation: SKKU Library Website (http://lib.skku.edu/index.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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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esearch-based Degree Program
Research-based Degree Program allows students to earn credits through advanced research courses, 
which alternates the coursework with the research outputs related to the field of interest. The students 
participating in this program is also required to publish article as a first author to be qualified for 
dissertation examination.

 A. Outline on Research-based Degree Program

Application 

Qualification
- New students in Ph.D and Combined programs

Credit

Requirements

- Ph.D (Up to 12 credits, 4 courses), Combined (Up to 15 credits, 5 courses)
※ The maximum credit includes the credits earned from the existing
   ‘Directed Study for Thesis Subject’

Condition for 

Completion

- 2.5 articles publication as a first author on SCI journal
(in order to apply for dissertation final examination)

Application 

Process

- The first week of the first semester (First week of March/September)
- Submit the Application for Research-based Degree Program (Form no.31)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Course 

Registration

- Register for “Advanced Research in Biomedical Science Ⅲ” (3 credits), and 
perform the research project according to the research plan. The academic 
advisor provides regular follow-ups for the registered student.

Grading

- The course is assessed in P/F scale, and the final assessment for the research 
process and the outcomes is decided by the Graduate School Committee at the 
end of each semester.

Interim 

Evaluation

- The interim evaluation of the research outcome and the English public 
presentation on the continuing research plan will decide on the possibility of 
continuing the participation in ‘Research-based Degree Program’.

- Evaluation period is 3rd semester(1 semester before completion) for Ph.D 
students and 4th semester(2 semesters before the minimum registration for 
completion) for Combined program students.

- The students who qualify in the interim evaluation are allowed to continue with 
the ‘Research-based Degree Program’. The students who fail to qualify will return 
to the regular degree program and will take extra coursework in the following 
semester.(The credits already completed through the ‘Research-based Degree 
Program’ will be valid, while it would not be allowed take extra credits in the 
advanced research courses in the following semester.)

- The evaluation will be carried out by a independent committee designated from 
the Graduate School Committee (3 professors including advisor)

- The qualifying criteria is 70 points or above and at least 2 professors’ consent in 
passing.

Withdrawal

- Students who withdraw from this program will receive credits for the ‘Advanced 
research’courses already completed.
※ After the withdrawal, the added credits of ’Directed Study for Thesis Subject’ and
   ‘Advanced Research in Biomedical Science’ which exceeds the requirement will not be
   acknowledged for credits for completion.

- Withdrawal Period: Until the 3rd semester for Ph.D students/ 4th semester for 
combined program students.

- Please submit the ‘Witdrawal request from Research-based Degree Program’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Graduation

Criteria

- ➀Complete ‘Advanced Research’ credits, ➁Public English presentation, ➂Satisfy 
publication criteria  ➃Pass Q/E, ➄Pass Dissertation Preliminary/Final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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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Detailed Process on Interim Evaluation

Type of Evaluation

- English presentation on the outcome of the research project and the future 
research plans

 ※ Overall evaluation of research attitude including completion of mandatory       
education and research ethics observance.

 ※ Students who enroll for “Advanced Research in Biomedical Science Ⅲ” must 
attend the weekly BK seminars on Wednesdays. (If the student attend less 
than 14/16 of the seminars, he/she will fail the course.)

Evaluating

Committee

- Committee designated by the Graduate School Committee
※ Evaluating Committee: 3 professors excluding the advisor

Qualification

Criteria

- At least 80 points or above from 2 or more professors
※ At least 2/3 of the committee with 80 points or above

Application

Period

- Spring semester; Around April 20th

- Fall semester: Around October 20th

  → Coincides with the application period for Preliminary and Final Examination for
   dissertation
※ Ph.D Program: 3rd semester (1 semester before the completion)
※ Combined Program Combined: 4th semester (2 semesters before minimum
   registration for completion)

Application

Procedure

- Submit below documents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within the application period 
Student who disqualify for the interim evaluation must return to original 
curriculum-based degree program
※ Student who disqualify for the interim evaluation must return to original
   curriculum-based degree program.

Required

Documents
 Form No.32    Request for Interim Evaluation (Research-based Degree Program)

Evaluation 

Documents

 Form No.33    Research-based Degree Program Interim Evaluation Result Report
 Form No.33-2  Research-based Degree Program Interim Evaluation Report

Result Submission - Submit above evaluation documents within the give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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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Lab Safety Edu (Issued from March, 2012)
 A. Target

  1) Main Target: Graduate student who is participating the research of Science & Technical Field

  2) Subjected to: Enrolled Student of M.S./Ph.D/Combined Course

  3) Applied Period: From the first semester to the final semester of the final dissertation examination

M.S. Ph.D. Combined Course

Period 4 semesters (4 times ↑) 5 semesters (5 times ↑) 8 semesters (8 times ↑)

Time Once per semester

B. Outline

 1) Legal Education Hour & method of participation 

Legal Course Channel Hour Method of Participation Note

Freshmen Edu
(compulsory) Off-Line Over 2H

Participate Freshmen Safety Edu in the beginning of 
each semester (March / Semester)

Only Freshmen
&

Transfer student

Regular Edu
(compulsory) On-Line

Over 1H
per month

Log in "http://safety.skku.edu"
→ Pass the On-line Edu. correspondent to Research area
→ Print & submit Certificate of completion

Each Semester
(Freshmen + Every 
enrolled student)

※ Expiration date of Regular Safety Edu: Applied Semester

 2) Completion Procedure: Finish both "Freshmen Edu(Off-Line)" & "Regular Edu(On-Line)" and submit Certificate of completion 
at the office.

Course Quantity of Certification Reflection of Result 

M.S.
Ph.D

1st semester: 1 freshmen edu. + 1 regular edu.
2nd Semester: 1 regular edu.

* Grant qualification for Comprehensive Examination
* Grant grade checking authority during announcement period

3rd Semester: 1 regular edu.
4th Semester: 1 regular edu.

* Grant qualification for applying for the final dissertation
examination 

* Grant grade checking authority during  announcement period

Combined
Course

1st semester: 1 freshmen edu. + 1 regular edu.
2nd~4th Semester: 1 regular edu.(per each semester)

* Grant qualification for Comprehensive Examination
* Grant grade checking authority during announcement period

5th~: 1 regular edu.(per Each semester)
* Grant qualification for applying for the final dissertation
  examination 
* Grant grade checking authority during  announcement period

※ Finish Safety Edu. every semester and submit the Certification to the administration office Until applying for a 
dissertation examination.

※ To get a grade checking authority during announcement period, "Lecture Evaluation" & "Safety Edu." are needed.

http://safety.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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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ualifying Exam (for Ph.D/Combined Course of Biomedical Science Div.)

* It is necessary to submit the application through GLS in order to register for the Comprehensive Exam.
* After receiving more than 27 credits (39 credits for the Combined Course), students must take the Qualifying   
  Exam(QE) which requires a Abstract[FORM NO.11-2], Proposal[FORM NO.12], and Oral Test on a topic chosen  
  by the student.
* The topic of the QE must not be in the same field or must be at least only marginally related to the student's  
  thesis area (We recommend that students choose a topic that is not in his or her advisor’s professional area).
  When a student submits the Abstract, he/she must submit the title and the abstract (or at least one paragraph  
  description) of his/her thesis project together.
  This is to verify if his/her qualifying title is not related to the thesis title.

1) One-page Abstract

Students must submit the Abstract[FORM NO.11-2](do not exceed maximum 150 words) by 2nd week of February / 2nd 
week of August and they must submit the One-page Abstract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2) Full Proposal

  a) Students who have passed the evaluation process for the Abstract must write a Full Proposal [FORM NO.12] in       
English and submit it to QC members by e-mail.

  b) They must confirm that all three QC members have received it.

 ※ QC: Qualifying Committee

3) Oral Test

  a) Students who have passed the "Full Proposal"  must arrange the time and the place for the Oral Exam after discussing 
with the QC members.

  b) The Oral Exam must be finished by 1st week of April / 1st week of October.

4) Notice

 a) The student who is willing to gain the Ph.D degree should pass the Qualifying Exam before proceeding the final 
dissertation examination for the degree.

 b) The candidate of Qualifying Exam must drop by the administrative office and fill out the QE application form.

 c) It is necessary for the candidate of Qualifying Exam to register "the Comprehensive Exam" on GLS. (March 5~8th, 
September 3rd~6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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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he Dissertation Examination for the degree
A. The preliminary dissertation examination for the degree

- The dissertation examination for the degree consists of the preliminary dissertation examination and the final dissertation 
examination for the degree.

- The preliminary dissertation examination should be done at least one semester earlier before the final dissertation 
examination and only the qualified individuals of the preliminary dissertation examination can apply for the final.

- The committee of the dissertation examination is composed of 3 members (5 members for the Ph.D and Combined 
Course) including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1) Requirement

   

Course Qualification

M.S.  More than 15 Credits (higher than Average 3.0 grade), advisor recommendation

Ph.D  More than 27 Credits(higher than Average 3.0 grade), advisor recommendation

Combined  More than 39 Credits(higher than Average 3.0 grade), advisor recommendation

2) Judgement: Majority approval (M.S. degree : more than 2 of 3 / Ph.D degree : more than 3 of 5)

B. The final dissertation examination for the degree

- The committee of the final thesis inspection is composed of 3 inspectors for the master's degree, and 5 inspectors 
including 2 inspectors outside our university.

- Only the qualified individuals of this process can receive the degree.
(The 2 inspects have to inform us their own bank accounts, National Identification Number)

 

1) Requirements

Course Qualification

M.S.

 ① More than 24 Credits (higher than Average 3.0 grade), advisor recommendation
 ② Qualify the English Exam and Comprehensive Exam
 ③ Pass the preliminary dissertation examination
 ④ Complete Lab Safety Edu
 ⑤ Requirement of attendance for an international/domestic academic conference(1st author)
     [The time of application : From a "2014. Mar." Freshmen]

Ph.D

 ① More than 36 Credits (higher than Average 3.0 grade), advisor recommendation
 ② Qualify the English Exam and Comprehensive Exam
 ③ Pass the preliminary dissertation examination
 ④ Complete Lab Safety Edu
 ⑤ Requirement of Papers in the SCI journal [ref. p30 " Criteria for Publication in the SCI Journal"]

Combined

 ① More than 51 Credits(higher than Average 3.0 grade), advisor recommendation
 ② Qualify the English Exam and Comprehensive Exam
 ③ The preliminary dissertation examination
 ④ Complete Lab Safety Edu
 ⑤ Requirement of Papers in the SCI journal [ref. p30 " Criteria for Publication in the SCI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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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riteria for Publication in the SCI Journal (revised)
     
     ➀ The time of application

- Student involved in BK21+ Program: From a "2015. Aug." Graduate-to-be
- Student not involved in BK21+ Program: From a "2014. Mar." Freshmen

     ➁ The minimum criteria for publication in SCI journal for the Ph.d degree (Ph.D/Combined)

    

Period Master Ph.D/Combined

Apply for the final 
dissertation exam None

More than 1 paper  published or submitted 
in SCI journal (as 1st author)

(※ if not, you can't apply for the final dissertation exam)

Submit the 
evaluation of the 
final dissertation 
exam

 Presentation at 
a symposium as 

a 1st author

※Includes
poster
presentation

※ Includes
publication
on SCI
journal as 1st
author

Student involved in BK21+Program
(From a "2015. Aug." Graduate-to-be)

 Student not involved in 
BK21+Program

(From a "2014. Mar." Freshmen)
 ① 2 SCI papers (1st author)

or 
 ② 1 SCI paper

(1st author, higher than 20% JCR) + 
1 SCI paper ( Co-author)

 ① 1 SCI paper (1st author) + 
1 SCI paper (Co-author)

or 
 ② 1 SCI paper

(1st author, higher than 20% JCR)

※ ACM: Advisory Committee Meeting
※ A candidate student must submit either proof of publication or acceptance letter from the SCI journal editor to the  

chairman of ACM before the final dissertation exam.
※ The chairman of ACM would evaluate whether a candidate student fulfills the requirement of the criteria for 

publication in SCI journal for the Ph.D. degree and then approves the qualification.
※ Without proof of publication or acceptance letter from the SCI journal editor, candidate student is not eligible for 

the Ph.D.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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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ocuments for Dissertation Examination Application

구  분
Required Documents How to submit

Preliminary Examination Final Examination Common

Masters

Program

➀ 3 copies of dissertation
➁ Dissertation Preliminary

Examination Application
➂ Statement of Research Ethics
➃ List of External Dissertation

Examiners (if necessary)
➄ Consent for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f necessary)

➀ 3 copies of dissertation
➁ Dissertation Final Examination Application
➂ Statement of Research Ethics
➃ List of External Dissertation Examiners (if necessary)

➄ Consent for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f necessary)

➅ Confirmation of Safety Education Completion
➐ Confirmation of Academic Presentation

(when submitting the final examination report)*

Document ①: 
Submit directly to 
the examiners

Document ②~➅: 
Submit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Document ➐, ➑: 
Submit to the 
admnistrative 
office when 
submitting the 
Final Examination 
Report

Ph.D/

Combined

Program

➀ 5 copies of dissertation
➁ Dissertation Preliminary
   Examination Application
➂ Statement of Research Ethics
➃ List of External Dissertation

Examiners (if necessary)

➄ Consent for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f necessary)

➀ 5 copies of dissertation
➁ Dissertation Final Examination Application
➂ Statement of Research Ethics
➃ List of External Dissertation Examiners 부
➄ Consent for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f necessary)

➅ Recognition for Qualification for Ph.D Dissertation 
Final Examination

➆ Confirmation of Safety Education Completion
➑ Confirmation of Qualification for Ph.D Dissertation 

Final Examination
(when submitting the final examination report)**

※ Safety Education Qualification Criteria: All students must complete the safety education 
   once a semester until the application for final dissertation examination.
※ * ➐ ‘Confirmation of Academic Presentation’ only applies to students who entered in 2014 and afterwards.
※ ** ➑ “Confirmation of Qualification for Ph.D Dissertation Final Examination” is necessary when the student have 

not qualified for the publication criteria at the time of dissertation final examination application. It allows students to 
delay the publication(2 SCI papers) until they submit the final examination report.

  ➀ Applies to Biomedical Science students admitted from AY 2014
  ➁ BK21+ participating students who were admitted before 2014, applies to students who have their final 

examination from spring semester 2015. (students who graduated since August, 2015)
(Not applied to students who were admitted before 2014, and is a non-participant of BK 21+ project)

  ➂ Criteria for publication: Must submit proof of publication (at least the acceptance letter) at the time of the final 
examination report.

4) Examination Fee Information

Details
Masters Ph.D/Combined

Preliminary Final Preliminary Final

Advisor 10,000KRW 30,000KRW 20,000KRW 102,000KRW 82,500KRW 50,000KRW 60,000KRW

Chair Examiner 20,000KRW 40,000KRW 20,000KRW 102,000KRW 82,500KRW 50,000KRW 60,000KRW

Examiner 10,000KRW 30,000KRW 20,000KRW 102,000KRW 82,500KRW 50,000KRW 130,000KRW

Examiner 20,000KRW 102,000KRW 82,500KRW 180,000KRW 130,000KRW

Examiner 20,000KRW 102,000KRW 180,000KRW 180,000KRW 130,000KRW

Total Fee 40,000KRW 100,000KRW 100,000KRW 510,000KRW 510,000KRW 510,000KRW 510,000KRW
Composition of
Examiners

- - - 5 SKKU 4 SKKU + 
1 External

3 SKKU +
2 External

2 SKKU +
3 External

※ Part-time faculty from SKKU is considered as Examiner(SKKU).
※ Students who withdraw from Combined Program for Master’s degree applies fees for Master’s program
※ Mandatory quota for external examiners for Ph.D Dissertation Examination has been abolished as of sprin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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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hesis】 Advisory Committee Meeting (ACM)

1. M.S. course

   A. Advisory Committee(AC)
1) The M.S. degree student’s thesis advisor assigns 3 members to the AC.
2) The chair of the AC is elected within the AC (the student’s advisor is not eligible for this position). 
 

  B. Advisory Committee Meeting(ACM)
1) The ACM should be held at least once after the student passes the Comprehensive Exam (before final defense).
2) The ACM decides the time when the student can start writing his/her thesis. 
3) The ACM arranges the date of his/her thesis defense with the student. 

C. Thesis Defense(TD)
1) The student must arrange the TD in discussion with his/her AC members 
2) The student needs to submit the complete thesis manuscript (at the status of just before book-binding) to the 

AC(all members) by 1 week prior to the ACM.

2. Ph.D / Combined Course

A. Advisory Committee(AC)
1) The Ph.D. degree student’s thesis advisor assigns 5 members to the AC.
2) At least two of AC members must 'not' be recommended from SKKU. 
3) The chair of the AC is elected within the AC (the student’s advisor is not eligible for  this position). 
 

B. Advisory Committee Meeting(ACM)
1) The ACM should be held at least once a year after the student passes the QE.
2) The ACM decides the time when the student can start writing his/her thesis. 
3) The ACM arranges the date of his/her thesis defense with the student. 
4) All procedures regarding the students’ Ph.D. degree conferment will be decided by ACM and this must be done 

only after he/she fulfills th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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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sis Defense(TD)
1) The Student must arrange a TD in discussion with his/her AC members
2) The student needs to submit the complete thesis manuscript (at the status of just before book-binding) to the 

AC(all members) by 1 week prior to the ACM.
3) The student must prepare a 15 minutes-talk and participate in the following 1 hour-question period.
 

D. Public Seminar
1) After the student is evaluated and proven to possess his/her qualification as a Ph.D. degree, he/she must attend  

the public seminar and present his/her work. (will be held on every December at the SKKU)
2) A chairperson at this public seminar will be his/her thesis advisor.
3) Immediately after the public talk, a brief congratulation ceremony is recommended.

3.  The research enrollment of the Ph.D / Combined course

   A. Those who completed the course but have not passed the final defense yet should apply the research 
enrollment until he acquire the degree successively, with the maximum 4 times.

   B. The research enrollers can use the school facilities like the regist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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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_ 2017학년도 학사일정표
1. 2017학년도 1학기

연도 월 / 일 학 사 내 용
2017 3. 1.(수) 2017학년도 및 제1학기 개시
2017 3. 2.(목) 1학기 개강
2017 3. 2.(목)~3. 3.(금) 등록금 분할납부 1차 등록(2회 분납자, 4회 분납자 공통)
2017 3. 2.(목)~3. 7.(화) 대학원생(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신청/석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
2017 3. 2.(목)~3. 8.(수) 수강신청 확인/변경
2017 3. 3.(금)~3. 8.(수) 대학원생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면제) 신청
2017 3. 7.(화)~3.10.(금) 2017학년도 1학기 추가등록(2017학년도 1학기 등록 마감)
2017 3.22.(수) 입대휴학자 제대복학 기한 (수업일수 3/16)
2017 3.30.(목) (학기 개시 30일) 
2017 4. 3.(월)~4. 5.(수) 등록금 분할납부 2차 등록(4회 분납자)
2017 4. 6.(목)~4.12.(수) 대학원생 학위과정 변경 신청(석사 → 석박사통합과정)
2017 4.20.(목)~4.26.(수) 1학기 중간시험
2017 4.20.(목)~5. 4.(목) 1학기 중간강의평가
2017 4.21.(금)~4.28.(금) 대학원생 학위논문 예비·본심사 신청
2017 4.24.(월)~4.26.(수) 등록금 분할납부 최종(2회 분납자)/3차 등록(4회 분납자)
2017 4.26.(수) (수업일수 8/16)
2017 4.27.(목)~5. 4.(목) 1학기 중간시험 성적공시 
2017 4.29.(토) (학기 개시 60일)
2017 5.15.(월)~5.17.(수) 등록금 분할납부 최종 등록(4회 분납자)
2017 5.29.(월) (학기 개시 90일)  
2017 5.31.(수) (수업일수 13/16)
2017 6. 1.(목)~6.14.(수) 1학기 기말강의평가
2017 6. 1.(목)~6.14.(수) 학부생 2017학년도 2학기 학·석사연계과정 신청
2017 6. 1.(목)~6.21.(수) 군입대자 인정학점 신청가능 입대일
2017 6.15.(목)~6.21.(수) 1학기 기말시험
2017 6.15.(목)~6.27.(화) 1학기 성적입력
2017 6.21.(수) 1학기 종강 (수업일수 16/16)
2017 6.22.(목)~8.27.(일) 여름방학
2017 6.27.(화)~7. 3.(월) 1학기 성적공시
2017 6.28.(수)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제출기한
2017 7. 5.(수) 1학기 성적확정
2017 7.12.(수) 2017년 8월 학위취득예정 대학원생 학위논문 On-line 탑재 완료기한
2017 7.19.(수) 2017년 8월 학위취득예정 대학원생 학위논문인쇄본 제출기한
2017 7.24.(월)~7.28.(금) 2학기 재입학 신청
2017 7.24.(월)~8. 4.(금) 복학 신청
2017 7.31.(월)~9. 8.(금) 일반휴학 신청
2017 8. 9.(수)~8.23.(수) 2학기 수강신청
2017 8.21.(월)~8.25.(금) 2017학년도 2학기 등록 
2017 8.25.(금) 2017년 하계 학위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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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학년도 2학기
연도 월 / 일 학 사 내 용

2017  8.28.(월) 2017학년도 2학기 학기 개시/2학기 개강
2017  8.28.(월)~8.29.(화)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2017  8.28.(월)~8.31.(목) 대학원생(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신청/석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
2017  8.28.(월)~9. 1.(금) 수강신청 확인/변경
2017  8.29.(화)~9. 1.(금) 대학원생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면제) 신청
2017  8.31.(목)~9. 1.(금) 등록금 분할납부 1차 등록(2회 분납자, 4회 분납자 공통)
2017  9. 5.(화)~9. 8.(금) 2017학년도 2학기 추가등록(2017학년도 2학기 등록 마감)
2017  9.15.(금) 입대휴학자 제대복학 기한(수업일수 3/16)
2017  9.26.(화) (학기 개시 30일) 
2017 10. 2.(월)~10.11.(수) 등록금 분할납부 2차 등록(4회 분납자)
2017 10.10.(화)~10.16.(월) 대학원생 학위과정 변경 신청(석사 → 석박사통합과정)
2017 10.23.(월)~10.25.(수) 등록금 분할납부 최종(2회 분납자)/3차 등록(4회 분납자)
2017 10.23.(월)~10.27.(금) 2학기 중간시험
2017 10.23.(월)~11. 3.(금) 2학기 중간강의평가
2017 10.24.(화)~10.31.(화) 대학원생 학위논문 예비·본심사 신청
2017 10.26.(목) (학기 개시 60일)
2017 10.27.(금) (수업일수 8/16) 
2017 10.30.(월)~11. 3.(금) 2학기 중간시험 성적공시
2017 11.13.(월)~11.15.(수) 등록금 분할납부 최종 등록(4회 분납자)
2017 11.25.(토) (학기 개시 90일)
2017 12. 1.(금) (수업일수 13/16) 
2017 12. 4.(월)~12.15.(금) 2학기 기말강의평가
2017 12. 4.(월)~12.15.(금) 학부생 2018학년도 1학기 학·석사연계과정 신청
2017 12. 4.(월)~12.22.(금) 군입대자 인정학점 신청가능 입대일
2017 12.18.(월)~12.22.(금) 2학기 기말시험
2017 12.18.(월)~12.28.(목) 2학기 성적입력
2017 12.22.(금) 2학기 종강 (수업일수 16/16)
2017 12.23.(토)~2018.2.28.(수) 겨울방학
2017 12.26.(화) 겨울 계절수업 시작
2017 12.28.(목)~ 1. 3.(수) 2학기 성적공시
2017 12.29.(금)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제출기한
2018  1 .5.(금) 2학기 성적확정
2018  1.12.(금) 2018년 2월 학위취득예정 대학원생 학위논문 On-line 탑재 완료기한
2018  1.19.(금) 2018년 2월 학위취득예정 대학원생 학위논문인쇄본 제출기한
2018  1.22.(월)~ 1.26.(금) 재입학 신청
2018  1.22.(월)~ 2. 2.(금) 복학 신청
2018  1.29.(월)~ 3. 9.(금) 일반휴학 신청
2018  2.19.(월)~ 2.23.(금) 2018학년도 1학기 등록
2018  2.26.(월) 2018년 동계 학위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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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 등록
1. 등록금 납부기간

◦ 1학기: 2월 중
◦ 2학기: 8월 중
※ 자세한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http://www.skku.edu) or 추후 공지 의대  홈페이지(www.skkumed.ac.kr) 참조

2. 등록금고지서 발급 및 납부방법
가. 신입생                                      ※ 신입생의 등록금은 성균관대 입학처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 학교 홈페이지(http://www.skku.edu) → 입학 → 대학원 → 합격자발표및등록금고지서출력 메뉴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은행 납부 또는 가상계좌 입금(고지금액=입금액 일치 필수, 나누어 입금 불가)
※ 분납 희망자는 등록기간 前 별도의 분납신청 기간에 개별 신청해야 함(1월 중순, 7월 중순 입학처 안내)
※ 신입생은 카드납부 불가능함

◦ 신입생 등록금 분할납부

1.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합격자(정원 내, 일반학과 및 학과간협동과정)

 - 단, 장학금액이 수업료의 50%이상인 학생은 신청불가
 - 계약학과 및 학연산협동과정 합격자, 외국인특별전형 합격자는 신청불가
 - 정부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분할납부 신청불가
   (학자금대출 관계 등록기간 연장 신청은 위 등록기간 중 별도 접수함)

 - 분할납부 신청자는 정부학자금대출 신청불가
   ※ 분할납부 및 학자금 대출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은 자동 취소됨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기간: 통상 합격자 등록기간 일주일 전(1월 중순, 7월 중순 입학처 대학원 홈페이지 안내)
 - 방법: 입학관리팀 홈페이지 경유 온라인 신청
3. 분할납부 기간 및 등록방법
 ① 1차: 합격자 등록기간 (입학금 전액 + 수업료의 1/2 금액, 예치금 납부액 제외)

 ② 2차: 추후 공지 (수업료의 1/2 금액)

4. 유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학생이 1차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 1차 납부 후 2차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
 - 정부학자금 대출과 분할납부는 동시 신청이 불가
5. 담당부서: 총무처 재무팀: 02-760-1125

Ⅴ. 학생생활Ⅲ. 학생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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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학생
◦ 방학 중 성적표와 함께 발송되는 등록고지서를 이용하여 지정은행 납부 또는 가상계좌 입금
◦ 또는 학사서비스(GLS)를 통해 등록고지서를 교부 받아 지정은행 납부 또는 가상계좌 입금
◦ 홈페이지 → 킹고 ID LOGIN → GLS → 학적/개인영역→ 등록금 → 등록금고지서출력 → 고지서발행(국문)

※ 등록금 납부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불가하며, 등록사실확인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가능
다. 복학생

◦ 복학기간 중 학사서비스(GLS) 또는 의과대학 행정실 통해 복학신청 후 등록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은행 
납부 또는 가상계좌 입금

3. 등록금 납부방법
◦ 지정은행: 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및 우리은행 가상계좌

※ 지정 등록기간 외에 등록하려면 우리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등록만 가능
◦ 납부방법
연번 납부방법 세 부 내 용

1 가상계좌

우리은행/국민은행 가상계좌(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로 은행영업 시간
(09:00~16:00)에 입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기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등)
※ 가상계좌 예금주는 학생 본인으로 설정되어 있음
※ 입금액 = 고지서 금액과 일치해야 입금 가능
※ 가상계좌 납부기간: 1학기는 2월 중순 ~ 3월 초, 2학기는 8월 중순 ~ 9월 초(등록기간과 동일)

2 은행영업점 방문 은행 업무시간에 방문하여 납부(우리, 국민, 신한, 농협)

3 삼성카드

삼성카드(타 신용카드 불가)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 납부가능시간(09:00~17:00)
※ 삼성카드 미소지자는 신규 발급 후 납부 가능
①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납부(www.samsungcard.com)
 - 대학등록금 납부서비스 → 성균관대 클릭
② 등록금 납부전용 콜센터를 통해 납부 (1688-9702)
 - 12개월 분납 or 할부(3/6/10/12) 가능
※ 카드결제 후 취소는 불가함
※ 분할납부 신청 시 카드결제 불가
※ 카드결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

4
전자금융서비스

(인터넷뱅킹)

성균관대학교 등록금 수납은행(국민, 신한, 농협)의 공과금(등록금) 메뉴에서 납부
※ 은행 홈페이지 공과금(등록금) 메뉴에서 납부
※ 등록금 영수증은 납부한 다음 날 GLS에서 출력 가능

4. 등록결과 조회방법
가. 등록사실 확인: 학교 홈페이지(GLS)상에서 직접 확인 및 출력 가능

◦ 우리은행 가상계좌 입금 시 수분 이내 확인 및 출력 가능
◦ 타은행 및 삼성카드는 납부 다음날 확인 및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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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록사실 확인서 or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 홈페이지 → 킹고 ID LOGIN → GLS → 학적/개인영역→ 등록사실 확인서 or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행 → 학

년도/학기 확인 → 조회 및 출력

5.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 등록기간 중 별도의 분납신청 기간에 개별 신청해야 함(재학생만)

가. 분할납부 개요
◦ 분할금액: 2회 분납(1차분 50%, 2차분 50%), 4회 분납(1차분 25%, 2차분 25%, 3차분 25%, 4차분 25%)
◦ 신청기간: 2월 말, 8월 말 등록기간 중 별도 공지

나.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 킹고 ID LOGIN → GLS → 신청/자격관리 → 등록금분할납부신청(신청 후 취소가능)

다. 등록방법
◦ 학교 홈페이지 → 킹고 ID LOGIN → GLS → 학적/개인영역 → 등록금에서 차수별 고지서 출력 후
◦ 해당 분할납부 등록기간에 우리은행(가상계좌)로 입금

라. 분할납부 기간 및 납부장소
◦ 분할납부 기간: 별도 공지함
◦ 분할납부 장소: 우리은행(가상계좌)

마. 등록금 분할납부 시 유의사항
◦ 정부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음
◦ 분할납부 신청 시 카드결제 불가
◦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고 1차 납부기한 내에 1차 분할납부금액을 납부해야 분납자로 관리되며 1차 분할

납부금 미납 시에는 자동으로 미등록 제적처리함
◦ 분납자가 특별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 납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 휴학신청 가능
◦ 분할납부 차수별 미납자에 대한 조치: 기간 내에 차수별 분할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되

며, 이 경우 수업일수 경과 단계에 따라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 분할납부 신청대상 제외: 정부 학자금 대출자, 50%이상의 장학금 수혜자, 초과등록 학비감면액이 수업료의 

50%이상자, 연구등록금 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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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자금대출 등록
◦ 대출신청 방법
No. 신 청 절 차 비         고

1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 학생 이용가이드 및 안내사항 숙지
- http://www.kosaf.go.kr

2

[신규 신청자]

1) 포털사이트 회원가입 전

2)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가입 후

3)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기존 이용자]

1) 본인의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2) 유효기간 만료 시 은행 홈페이지에서 갱신

- 신입생의 경우 우리은행에서만 등록이 가능
- 재학생: 대출 실행 시에는 본교 등록금 수납 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함.

3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회원가입 후 

‘학자금대출 신청서’작성 및 저장

- 9:00 ~ 24:00 까지 신청가능(토, 일, 공휴일 제외)
- 기존 회원은 재가입 필요 없음

4 대출대상자 선발 여부 확인 - 포털사이트 확인

5 은행 홈페이지 인터넷뱅킹으로 약정체결
- 은행에서 약정체결을 하지 않으면 등록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은행 약정체결 과정까지 완료할 것 
6 등록금액이 학교로 입금되어 등록처리 완료 - 생활비는 신청자에 한해 개인 계좌로 입금됨

7
GLS → 학적/개인영역 → 등록금 → 본인 

등록여부 조회(재학생만 가능)
- 대출 실행 후 2~3일 후에 확인 가능

7. 장학생 등록                              ※ 등록금고지서에 감면(장학금)금액이 표시된 경우
◦ 등록고지 이전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공계외국인장학생, 외국인장학생 등)

◦ 등록금고지서의 차감액만 납부하면 등록 완료
※ 필수 수납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선택항목을 수납하거나, 0원 수납 처리를 해야만 등록이 완료됨
   (대학원생은 GLS → 신청/자격관리 → 전액장학생등록신청 메뉴에서도 가능)

◦ 우리은행 등록전용계좌, 국민, 농협, 신한은행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

8. 연구등록(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만 해당)
가. 대상자 및 금액

◦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수료자가 학위취득 전까지 수료 후 연속하여 4학기 의무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
◦ 연구등록 금액은 등록금액의 1/8 수준이며, 연구등록자는 재학생에 준하여 학교의 제반 시설 이용가능

※ 2016학년도 의생계열 연구등록금: 742,000원 (등록금 5,939,000원, 입학금 1,131,000원)
나. 면제

◦ 수료 후 4학기 이내에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연구등록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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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록기간
◦ 정규등록금 납부기간(2월/8월)과 동일하며 가상계좌로 납부
◦ 등록기간 외 연구등록 미납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GLS에서 미납금 납부신청 후 일회성 가상계

좌로 납부해야 함
※ GLS → 학적/개인영역 → 등록금 → 연구등록미납금조회/납부신청 → (미납금액)납부신청 → 가상계좌납부
※ 미납금 총액으로 신청되며 가상계좌 납부 가능시간은 04:00~23:00, 신청 후 10일 이내

라. 등록방법
◦ 등록금고지서: GLS → 학적/개인영역 → 등록금 → 등록금 고지서 발행(학생용) → 가상계좌납부
◦ 수료 후 연속으로 4회 납부해야 하며, 미납분이 있는 경우 미납분 전액을 일괄 납부해야 학위논문제출자격

시험 응시/면제 신청, 학위논문 심사(예비심사/심사) 신청 등 잔여 학사업무 진행 가능
마. 분할납부,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非대상

◦ 연구등록학기는 정규학기가 아니고 연구등록금은 수업료가 아니므로 분할납부, 학자금 대출의 대상이 아니
며, 교비 장학금도 지급되지 않음

9. 초과등록
가. 대상자

◦ 정한 수업연한을 등록(석사과정/박사과정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하였으나 전공과목 부족 등으로 수
료하지 못하여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 통합과정 중도 포기자는 5학기 등록 시 초과등록 불인정(통합과정은 수업연한 8학기 적용)

◦ 수강신청 학점이 3학점 이하인 경우 등록금액 1/2 감면
나. 초과등록 절차

◦ 학기초 행정실에 초과등록자 등록금 감면신청 → 등록금 고지서 재발급 → 등록
다. 초과등록자 등록금 감면 기준

구   분 수강신청 학점 등록금액

석사과정/박사과정(5학기 등록자부터 적용)

석․박사통합과정(9학기 등록자부터 적용)

3학점 이하 등록금액의 1/2 납입
4학점 이상 등록금액 전부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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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 학생증 발급
1. 학기시작 전: 2월말, 8월말 (대학 홈페이지 공지) 

가. 신청대상: 신입생
나. 개요: 정부 금융IC카드 전용사용 방침에 따라  신규 학생증은  ID카드(IC카드)로 발급 
다. 발급신청: 우리은행 인터넷뱅킹(www.wooribank.com)  →  인터넷 온라인 신청

IC카드 발급신청 Flow
➀우리은행 인터넷뱅킹(www.wooribank.com) 접속 → ➁금융서비스 - 전자금융 선택 →
➂전자금융서비스 - ID카드 선택 → ➃기본약관 동의 클릭 →
➄학교정보입력 및 개인정보입력 → ➅추가약관 동의 클릭 →
➆계좌 및 상품 신규 클릭 → ➇신청내역 확인 및 클릭 → 

➈신청서 출력(6장) → ➉캠퍼스 內 우리은행 제출: 본인 직접 방문(우편) 및 신분증 지참
※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 시, 자연과학캠퍼스 우리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개강 이후 스마트카드시스템홈

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함.

2. 학기시작 후: 상시 (평일 09:00~17:30)

가. 신청대상: 신입생 및 재학생
나. 발급신청: 스마트카드시스템 홈페이지(http://scard.skku.edu)  → S-CARD 메뉴 → 인터넷 온라인 신청

※ 기존 Off-line 신청서 제출에 의한 발급은 폐지됨
IC카드 발급신청 Flow
➀스마트카드시스템 홈페이지(http://scard.skku.edu) 접속 → ➁로그인(ID/PW는 킹고포털과 동일)
➂카드발급  클릭 → ➃S카드 신청/등록 클릭 → ➄S카드 발급신청 클릭 → ➅확인 클릭 →
➆우리은행 약관 동의(4개) 및 확인 클릭 → ➇본인 개인정보 확인 및 클릭 → 

➈체크카드/K-Cash 약관 동의(2개) 및 확인 클릭 → 

➉사진변경 및 개인기본정보 수정 → ⑪신청하기 클릭 → ⑫신청서 출력(3장) →
⑬맨앞 1장: 재발급신청서 학생지원팀 제출 →
⑭뒤쪽 2장: 캠퍼스 우리은행 출장소 제출 및 금융기능 연동 조치

다. 신청장소: 자과캠(천천동) 학생지원팀, 병원(일원동) 의과대학행정실
라. 신청서류: 인터넷 출력 신청서(3장)

마. 학생증 수령 및 금융기능 등록 방법
◦ 인터넷 온라인 신청 후 학생지원팀에 신청서(출력물 1장) 제출 → 본인확인 → 학생증 수령

※ 인터넷 온라인 신청 후 학생지원팀 방문 시 당일 즉시 발급 
※ 신분증 지참 및 본인 방문
※ 우리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은 우리은행 계좌를 신설해야 금융기능 이용 가능

◦ 학생증 지참 우리은행 출장소에 신청서(출력물 2장) 제출 → 카드등록(금융기능 활성화) → 카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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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기능
가. 성균관대학교 학생 신분증 기능
나. 도서관(학술정보관) 이용: 출입, 대출(반납), 연체료 납부
다. 교통카드 이용: 학교 셔틀버스 요금결재
라. 현금카드 기능

◦ 온라인 거래 및 타행거래 등 일반은행카드기능과 동일함
마. 무료주차: 삼성서울병원 수강생 오후 5시 이후 무료주차 가능(학생증 제시)

◦ 학기 중 오후 5시 이후 암병원 입차 차량에 한함
◦ 암병원 B5 주차관제실 확인 및 학생증제시 후 출차 가능(02-2148-9760)

4. 분실 시 재발급 방법
◦ 재발급은 스마트카드시스템 홈페이지(http://scard.skku.edu)  → S-CARD 메뉴 → 인터넷 온라인 신청
◦ 재발급은 건당 7,000원의 수수료 부과(단, 기존카드 반납 시 무료)

◦ 학생증 분실 즉시 학교와 우리은행에 동시에 신고하여야 함
※ 학생지원팀 자과캠(학생회관 1층) 031-290-5034
※ 우리은행 텔레뱅킹 1588-5000, 고객상담 02-2008-5000

5. 국제학생증 발급: 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
가. 발급목적: 국제화 시대에 활발한 해외교류와 해외활동 지원을 위하여 유네스코 인증 국제학생증(ISIC) 발급
나. 발급대상: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단, 대학원 수료생은 불가)

다. 신청방법: www.skku.edu 접속 → 대학생활 → 편의/복지 → 국제학생증 Click

라. 발급 및 수령 장소: 양 캠퍼스 학생지원팀에서 즉시 발급
마.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유효
바. 할인혜택: 교통, 현지숙소, 박물관, 유적지, 문화재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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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 휴학

GLS 휴학 신청 및 확인 Flow
①회원가입(통합ID 발급) → ②학교 홈페이지(http://www.skku.edu) 접속 → ③킹고 ID LOGIN 클릭  →
④Login(ID/PW) 입력 후 로그인 클릭 → ⑤킹고포털 화면 → ⑥GLS 클릭 → ⑦정보광장 화면 → 

⑧신청/자격관리 클릭 → ⑨휴/복학신청 → ➉일반휴학신청 or 휴/복학신청상태조회

1. 일반휴학
일반휴학 기준
1. 신청기간은 1회 신청 시 2학기까지만 가능
2. 최대 가능기간은 석사과정/박사과정은 3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까지만 가능
3. 재학생의 등록금 납부 이후 일반휴학 가능(2016학년도부터 신설)
4. 신입생(편입생 포함)의 입학 첫 학기 등록금 납부 이후 일반휴학 불가

가. 등록금 납부 이전 일반휴학 절차
◦ 휴학 신청시기: 일반휴학 신청기간(1학기 2월 첫째주, 2학기 8월 첫째주)

◦ 학사일정표의 일반휴학 신청기간 확인 → GLS 일반휴학 신청 → 일반휴학 처리 여부 확인
나.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 일반휴학 허가 및 환불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는 불가

◦ 2016학년도부터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 일반휴학 가능
※ 단, 등록금 환불 조건이므로 무료복학 선택은 불가

◦ 휴학신청 가능기한: 수업일수 13/16선 이내, GLS에서 바로 휴학신청(진단서 제출 불필요)

◦ 등록금 환불: 등록금은 휴학일에 따라 납입액에서 차등하여 반환
단,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잔액 납부 후 휴학 가능

◦ 등록금 환불 기준
휴  학  일 반  환  금  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납입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납입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납입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납입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금액 없음

※ 2015학년도까지 등록 후 일반휴학은 아래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가
- 재학 중 질병치료(개강 후 병원에서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1부 첨부)
-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개강 후 3주 이상 학업을 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1부 첨부)에 한하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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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포함)의 첫 학기 일반 휴학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포함)의 입학 첫 학기는 학교를 다니겠다는 의사표시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일반휴학 불가
◦ 단, 신병치료(입학 후 3주 이상) 시 일반휴학 가능
◦ 또는 입학 첫 학기 도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입대휴학 가능

2. 입대휴학
가. 입대휴학 절차

◦ 휴학 신청시기: 입영 1주일 이전 
◦ 입영통지서 접수 확인 → GLS 입대휴학 신청 → 입대휴학 처리 확인

※ 입영통지서는 입영 1주일 이전까지 따로 행정실에 제출(단, 육군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은 제출 생략)
◦ 또는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행정실을 방문하여 Off 신청서[휴학원서(별지 제26호서식)] 작성 제출도 가능

※ 입대휴학 처리여부 확인은 GLS로 함
나. 입대휴학 유의사항

◦ 휴학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휴학 한 그 학기는 일반휴학 학기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재학 중 군입대한 휴학자 중 수업일수 13/16선 경과 후 종강일 사이에 입대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 성적인정

을 받을 지 여부를 선택하여 입대휴학 원서에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함
◦ 입대휴학 신청자가 귀향 또는 입영 연기조치를 받은 경우 사유발생 7일 이내 귀향증을 지참하여 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학 중 군입대 휴학했던 학생은 다시 재학생 신분이 환원되므로 신고일 다음날부터 수업 
및 시험에 참여해야 함
※ 본인 과실로 귀향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면 저조한 성적을 받아 학사경고 또는 제적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의 할 것

3. 임신․출산․육아휴학
◦ 휴학대상: 임신·출산 예정자, 육아휴학은 만 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한함

※ 부부가 동시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2명 중 1명만 휴학 가능(동일기간 2명 동시 휴학 불가)
◦ 휴학 신청시기: 사유발생일(학기 개시 전, 학기 중 모두 가능)

※ 수업일수 13/16 이내 신청 가능하며 복학 시 무료복학 처리
◦ 휴학기간: 1회에 1학기 or 2학기 신청가능, 총 4학기 가능

※ 재학 중 가능한 전체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휴학절차: 사유발생 → [휴학원서(별지 제26호서식)] 작성 → 행정실 제출 → 휴학 처리 확인
◦ 증빙서류: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등록 후 학기 중 임신․출산․육아휴학을 허가받는 경우에는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되어 무료복학조치

되며,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잔액 납부 후 휴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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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휴학
◦ 휴학대상: 창업 준비나 운영 예정자
◦ 휴학 신청시기: 사유발생일(학기 개시 전, 학기 중 모두 가능)

※ 수업일수 13/16 이내 신청 가능하며 복학 시 무료복학 처리
◦ 휴학기간: 1회에 1학기 신청가능, 총 4학기 가능(4회 가능) 

※ 재학 중 가능한 전체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휴학절차: 사유발생 → [휴학원서(별지 제26호서식)] 작성 → 행정실 제출 → 휴학 처리 확인
◦ 증빙서류: 창업 증빙, 사업계획서 등 제출(본교 산학협력단의 사전심사 필요)

◦ 창업휴학 산학협력단 사전심사 절차: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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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 복학

GLS 복학 신청 및 확인 Flow
①회원가입(통합ID 발급) → ②학교 홈페이지(http://www.skku.edu) 접속 → ③킹고 ID LOGIN 클릭  →
④Login(ID/PW) 입력 후 로그인 클릭 → ⑤킹고포털 화면 → ⑥GLS 클릭 → ⑦정보광장 화면 → 

⑧신청/자격관리 클릭 → ⑨휴/복학신청 → ➉일반복학신청 or 휴/복학신청상태조회

1. 일반복학
가. 일반복학 절차

◦ 복학 신청시기: 일반복학 신청기간(1학기 1월 마지막주, 2학기 7월 마지막주)

◦ 학사일정표의 일반복학 신청기간 확인 → GLS 일반복학 신청 → 일반복학 처리 여부 확인
◦ 복학 확정 후 GLS에서 해당 학년도(1학기+2학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수강신청 방법 참조)

◦ 복학 확정 후 GLS - 학적/개인영역 -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일반복학 유의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복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일반휴학연장(절차는 일반휴학과 동일)을 하여야 하
며, 일반복학 또는 일반휴학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일반휴학 만료로 제적 처리

2. 제대복학
가. 제대복학 절차

◦ 복학 신청시기: 일반복학 신청기간(1학기 1월 마지막주, 2학기 7월 마지막주)

◦ 복학기한: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
◦ 학사일정표의 신청기간 확인 → GLS 제대복학 신청 → 제대복학 처리 여부 확인
◦ 복학 확정 후 GLS에서 해당 학년도(1학기+2학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수강신청 방법 참조)

◦ 복학 확정 후 GLS - 학적/개인영역 -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제대복학 유의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 제대복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일반휴학연장(절차는 일반휴
학과 동일)을 하여야 하며, 제대복학 또는 일반휴학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입대휴학 만료로 제적 처리

◦ 제대복학 기한: 해당 학기 수업일수 3/16선까지 복학하여야 함, 다만, 휴가 등을 통해 전역 전 수업참여가 
가능하고 수업일수 13/16선을 채울 수 있는 경우, 수업일수 13/16선을 초과하여 전역할 경우에도 제대복학
이 가능함

◦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 계산: 예) 전역일이 2013.4.3.이라면, 전역일이 포함된 당해 학기는 2013.3.1 시작
되므로 그 날로부터 1년 이내(2014.2.28.까지)에 제대복학 또는 일반휴학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 개강 이후 전역예정자가 복학 신청할 경우는 전역예정증명서(복무확인서) 및 부대장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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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_ 제적
1. 미등록 제적

◦ 재학생 중 학사일정에 정해진 휴학기간까지 일반휴학을 하지 않고, 등록기간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분할납부 신청한 학생이 1차 납부기한(2차 납부기한 포함)까지 분할납부금 미납 시에도 미등록 제적처리

2. 일반휴학만료 제적
◦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일반휴학이 만료되기 전까지 일반복학 또는 일반휴학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3. 입대휴학만료 제적
◦ 군입대휴학 중인 학생이 제대일이 포함된 당해학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사일정에 정한 휴․복학 기간

에 제대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하지 않는 경우 

4. 자퇴제적
가. 자퇴제적이란?

◦ 학생의 개인 사정에 의해 학생 및 지도교수의 신청에 따라 제적 처리 하는 것
※ 본인/지도교수 서명

◦ 자퇴 후 12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정원 여석 범위 내에서 재입학 신청 가능
나. 자퇴 절차

◦ 신청시기: 사유발생 즉시, 가급적 개강 전 방학 중 신청 요망
◦ [퇴학원서(별지 제28호서식)] 작성 → 의과대학행정실 방문 제출 → GLS 자퇴 처리 여부 확인

다.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입학생, 재학생)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장학금이 있을 경우 감면된 후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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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_ 재입학
1. 재입학 제도

◦ 제적된 학생이 일정기간 경과 후에 재입학을 신청하여 다시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 재입학 신청은 매학기 개강일 이전에 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지며 사전에 행정실에 문의 필요

2. 재입학 신청
◦ 재입학 신청은 제적 후 만 1년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으나, 입대휴학만기 제적자와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

자 중 석사학위취득자는 제적 후 다음 학기에 재입학 신청 가능
◦ 재입학은 정원내외 재입학 여석과 재입학심사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재입학 신청을 하더라도 반드시 

재입학이 허가되는 것은 아님
◦ 재입학 시 다른 학과로 재입학은 불가능하며, 전과(轉科) 제도는 없음

3. 재입학 절차
◦ 신청시기: 1학기 1월, 2학기 7월, 행정실 사전 확인 후 신청 요망
◦ [재입학원서(별지 제29호서식)] 작성 → 의과대학행정실 방문 제출 → 재입학 심사 → 재입학 결정 → 재입

학 통보 → GLS 등록금 고지서 발급 → 등록  → 재입학

4. 재입학자 수업연한 재부여
◦ 재입학 허가된 학생에게는 제적 전 등록한 횟수 및 취득학점에 따라 학기조정 및 수업연한 새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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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_ 증명서 발급
1. 발급증명서 종류

No. 증명서 종류
증명대상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 수료생 졸업생
학부 대학원

1 재학증명서 ○ ○ ●

2 휴학증명서 ○ ○ ●

3 수료증명서 ○ ○ ● ● ● ●

4 졸업증명서(학부생) ○ × ●

5 성적증명서 ○ ○ ● ● ● ● ●

6 졸업예정증명서(학부생) ○ × ● ※ 마지막 학기 등록생만 가능
7 재적증명서 ○ ○ ● ● ●

8 수료예정증명서(대학원생) × ○ ●

9 학위수여예정증명서(대학원생) × ○ ● ※ 마지막 학기 본심 신청자만 가능
10 학위수여증명서(대학원생) × ○ ●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대학원생): 본심 신청서 접수 후 ASIS 입력완료 후부터 발급 가능(2014. 12. 8.부터 시행).
※ 통합과정 조기수료자는 수업연한단축 신청서 접수 후 ASIS 입력완료 후부터 수료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2. 수수료
구    분 재학생/휴학생/제적생 졸업생(대학원 수료자 포함)

창    구 500원 1,000원
인 터 넷 700원 1,400원

3. 온라인
◦ 인터넷 가능한 개인 PC에서 본인 인증 및 프린터로 직접 출력
◦ 발급시간: 연중무휴, 24시간 가능(전자결재 방식)

◦ 신청방법: ➀학교 홈페이지 → (상단) 킹고 ID LOGIN → 킹고포털 화면 → 증명발급 → 증명서 발급
➁학교 홈페이지 → (하단) 증명발급 -학생증명발급 → Login → 증명서발급

◦ 결제방법: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우편서비스 신청 시에만)
※ 해당 증명발급페이지에서 ‘우편증명신청(학생)’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시 우편으로 수령 가능

4. 방문신청
◦ 자과캠(수원) 교무팀(학생회관 1층 종합행정실 내)

※ 의과대학 행정실은 증명서 발급 부서가 아님
◦ 발급시간: 09:00~12:00, 13:00~17:30

◦ 준비물: 학생증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발급 시 위임장 및 대상자/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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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_ 기숙사: 자과캠 봉룡학사
가. 대상: 신입생 및 재학생 (수료자 및 휴학생 제외)

나. 위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자연과학캠퍼스 내 소재
다. 입사기간: 학기 개강 전일 ~ 종강일 (학기 중: 16주 = 113일)   ※ 각 방학기간 이용 시 별도 신청
라. 신청가능 룸타입 및 기숙사비                                      ※ 보증금 및 식비를 제외한 금액임

구 분 룸타입 기숙사비(16주) 입사우선자격
성  별

비고
남 여

인 관 4인 1실 482,510원 학부생 ● 男 전용
의 관 2인 1실

706,250원
       대학원생 ● ●

예 관 2인 1실 학부생 ● 女 전용
지 관 2인 1실 학부생 ● 男 전용

신 관

2인 1실 1,237,350원
학부생/대학원생 ● ●

4인 1실 859,930원
4인 4실 1,483,690원
6인 3실 1,189,890원
1인 1실 2,414,810원 장애인 우선 ● ●

※ 기숙사비는 2017학년도 1학기(113일 기준) 금액이며, 조기입사를 선택할 경우 추가 비용 발생
※ 기숙사비에 신관 보증금 5만원, 인/의/예/지관 보증금 3만원 별도. 학기별 퇴사 후 환불
※ 식비는 기숙사 신청 시 신청 식수에 따라 할인 적용되며, 미신청 시에는 식권을 개별 구매하여 이용하여야 함
마. 학기별 기숙사 신청기간

◦ 1학기: 2017. 2. 1.(수) ~ 2. 6.(월)  ◦ 하계방학:  5월 말
◦ 2학기: 7월 말  ◦ 동계방학: 11월 말
◦ 구체적인 일정은 해당 시기에 기숙사 홈페이지(http://dorm.skku.edu)참고

바.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http://www.skku.edu) 우측 상단 KINGO ID 로그인’ 클릭 →  로그인 → 상단 [GLS] 클릭 

→좌측 메뉴 [신청/자격관리] → [기숙사] → [기숙사 입사신청] 클릭 → 사생수칙 동의, 개인정보, 식수선
택, 취침타입, 희망 기숙사, 조기입사 여부 등 모든 질문사항 선택 → [입사등록] 버튼 클릭

사. 입사자 선정 발표 및 기숙사비 납입
◦ 1학기 기숙사 입사대상자 발표일 및 납부 기한: 2017. 2. 10.(금) 10:00 ~ 2. 13.(월) 23:00 

◦ [GLS] → 좌측 메뉴 [신청/자격관리] → [기숙사] → [기숙사정보조회] → 본인이 합격한 기숙사 내역 확인 
→ 우측 상단 [등록고지서발행] 클릭 → 발행된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 납입

◦ 합격 후 기숙사에 등록할 의사가 없을 경우 기숙사비 납입하지 말 것. 납입 후에는 환불 규정에 따라 차감
된 금액만을 환불받음

아. 기숙사 신청 및 생활 관련 문의
◦ 기숙사 홈페이지(http://dorm.skku.edu): (킹고포털 ID로 로그인 후) → 커뮤니티 → Q&A → 글쓰기
◦ 이메일: dorm@skku.edu  ◦ 봉룡학사 운영실: 031-290-5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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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_ 대학 직장예비군 전입신청

 

일반대학원생 예비군 전입신청 방법
일반대학원 재학생 중 예비군 대상자가 ➀성균관대 직장예비군 or ➁본인직장 직장예비군 중 선택하여 해당 
예비군 중대에 전입신청하면 ➂본인거주지 지역예비군에서 하는 2박3일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등 대체 가능
① 성균관대 직장예비군: 전일제 대학원생인 의생계열 대학원생 중심, 자과캠은 경기도 화성시 훈련장
② 본인직장 직장예비군: 본인 직장이 있는 임상계열 대학원생 중심, 삼성서울병원은 서울시 내곡동 훈련장
➂ 본인거주 지역예비군: 매년 2박3일 동원훈련, 동미참 출퇴근 3일 훈련 등, 거주지 지정 훈련장

1. 성균관대 직장예비군: 의생계열 전일제 대학원생 중심
가. 예비군 전입신청 대상

◦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전일제(full time) 대학원생(단, 전문, 특수, 연구, 관리과정의 대학원생은 제외)

나. 예비군 복무 기간
◦ 병(일반하사 포함): 전역 후 8년차까지 복무(만 40세까지)

◦ 하사관: 하사 만 40세, 중사 45세, 상사 만 52세까지
◦ 장교: 위관 만 43세, 소령 만 45세까지

다. 예비군 전입신고
◦신청 방법: GLS → 신청/자격관리 → 예비군신청 → 예비군 전입신청
◦ 신청 기간:  일반/제대복학은 학기 등록일 기준 4주 이내, 입학/편입학은 3.1/9.1 기준 2주 이내

라. 편성자 교육혜택
◦ 편성혜택: 편성된자 1~6년차는 연간 8시간, 7~8년차는 교육훈련 면제

※ 자과캠 교육장: 경기도 화성시 소재
마. 기타문의

◦ 자연과학 캠퍼스 비상계획관실: 수원 031-290-5092~4

2. 본인직장 직장예비군: 임상계열 삼성서울병원 재직 M.D. 대학원생 중심
◦ 신청방법; 재학증명서를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 위치한 예비군부대에 제출하여 신청
◦ 편성혜택: 본인직장 예비군부대에서도 성균관대 직장예비군과 같이 연간 8시간으로 훈련 종결

※ 삼성서울병원 교육장: 서울시 내곡동 소재

3. 본인거주지 지역예비군: 주민등록 주소지에 기본 편성되어 있음
◦ 1~4년차는 2박3일 동원훈련 or 출퇴근 3일 동미참 훈련, 5~6년차는 연간 8시간, 7~8년차는 편성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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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_ 학교 Internet Service(홈페이지/킹고포털/GLS)
1. 홈페이지
가. 학교 홈페이지: http://www.skku.edu

◦ 통합ID 발급: 성균인 가입
◦ 학사서비스: GLS Login

나. 의과대학 홈페이지: http://www.skkumed.ac.kr

◦ 일반대학원 학사안내 및 서식 제공: 대학원 - 의생명과학계열 – 학사안내/서식자료
◦ 일반대학원 학사 및 수업 관련 공지: 대학원 – 의생명과학계열 - 공지사항

2. 학교제공 인터넷 서비스
가. 킹고포털(Kinggo Portal)

◦ 이메일(통합ID@skku.edu), CYAN(Cyber안내) 등 학교 서버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 공간
◦ 인터넷을 통해 등록금고지서출력, 수강신청 및 변경, 일반휴학 및 일반복학신청, 주소변경, 성적조회, 교육과정 및 수업계

획서 조회, 졸업자가진단 등 학사업무를 처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
◦ 킹고포털(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균인 가족에 가입(ID 가입)해야 함.

나. 학사서비스(GLS: Gold Lawn Square; 금잔디광장)

◦ 인트라넷 기반 학사관리 서비스 시스템
다. E-mail 주소(예: 통합ID@skku.edu) 제공

3. 통합ID 발급 (성균인가입) 절차
가. 발급시기

◦ 신입생은 등록금 납부 후 가입 가능
나. 발급방법

통합ID 발급 Flow
➀학교 홈페이지(http://www.skku.edu) 접속 → ➁킹고 ID LOGIN 클릭 → 

➂LOGIN 화면에서 성균인가입  클릭 → ➃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클릭 → ➄재학생 선택 → 

➅이름/생년월일/학번 입력 → ➆확인 클릭 → ➇희망 ID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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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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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LS 시스템 들어가기: 수강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수강신청 Flow

① 회원가입(통합ID 발급) →

② 학교 홈페이지(http://www.skku.edu) 접속 →
③ 킹고 ID LOGIN) 클릭  →
④ Login(ID/PW) 입력 후 로그인 클릭 →
⑤ 킹고포털 화면 →
⑥ GLS 클릭 →
⑦ 정보광장 화면 →
⑧ 수업영역/대학원수강신청/수강신청 선택 →
⑨ 성균관대학교 수강신청(http://sugang.skku.edu) 접속 후 학번/비밀번호 - 로그인 →
⑩ 수강신청 클릭 →
⑪ 일반대학원  선택 →
⑫ 통합학부(의과대학 선택) - 학과전공(의학과 선택) 조회 클릭 →
⑬ 해당 교과목 수강신청 or 선수신청 선택 (선택하면 하단에 수강신청 내역이 보임) →

⑭ 삭제하려면 하단 수강신신청내역 중 삭제 선택 →
⑮ 로그아웃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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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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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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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_ 학사관련 FAQ
학기 중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질문 중심의 FAQ입니다.
기타 사항은 의과대학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생계열 (031-299-6021/6027) 또는 임상계열 삼성서울병원 암병원(02-2148-9913/9917)

Q  지도교수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일반대학원 신입생들은 학기 시작과 동시에 지도교수 선정(본교 전임교원에 한함)을 해야 하며 논문지도 신청서를 

일정기간(개강 후 일주일 이내)에 행정실로 접수시켜 주셔야 합니다. 한번 정한 논문지도교수는 중도에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시 해당계열 소위원회의 소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학장의 결정 아래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의생계열 학생이 임상계열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동일계열이 아닌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으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와 

담당 교과목의 대표교수가 허락을 했을 경우에는 수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수강인원 증원은 가능한가요?
A  수강인원은 초기에 해당 교과목의 수업의 수준과 강의실의 수용인원을 토대로 정해지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는 증원이 

불가합니다.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시는 교강사의 증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한해서 증원이 가능합니다. 

Q  성적정정 요청 및 삭제는 가능한가요?
A  우선, 해당학기의 강의평가를 하셔야만 성적정정 요청이 가능하며, 성적공시 기간에 해당과목 교수님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성적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Q  학위청구논문 심사인 예심과 본심을 한 학기에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예심과 본심은 각 각 한 학기가 소요되며, 본심 한 학기 전에 예심을 통과해야 합니다.

Q  연구등록이란? 
A  박사학위과정생(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중 정규 4개 학기의 등록을 마친 학위논문미제출자는 학위 취득 전까지 즉, 수료 후 

연속 4학기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논문제출이 연구등록 4회 이전에 마무리되면 잔여기간 연구등록비는 면제됩니다.

Q  석사과정 졸업앨범비 환불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석사과정 학생들에게만 해당이 되며, 졸업앨범을 촬영하지 않았거나 졸업앨범 수령을 원치 않는 분들은 논문제출 기한까지 

졸업앨범환불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학위논문 제출기간 중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졸업앨범비 환불은 
학위수여식(졸업식) 이후 2주 이내에 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1학년도 입학자까지만 해당되며, 2012학번부터는 환불 대상이 아님(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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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 의과대학 행정실
1. 수원 의대행정실: 의학과 의생명과학계열 

◦ 위치: 수원 천천동, 자연과학 Campus 의학관 1층
◦ Tel. 031-299-6027  Fax. 031-299-6029 
◦ 의생명과학계열 대학원생 지원
◦ 학부, 대학원,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처리
◦ 학사 및 행정에 관련한 각종 상담 및 지도

2. 병원 의대행정실: 의학과 임상의학계열
◦ 위치: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B2층
◦ Tel. 02-2148-9913/9917,  Fax. 02-2148-9919

◦ 일반대학원 의학과(의생/임상) 업무 총괄
◦ 임상의학계열 대학원생 지원
◦ 학사 및 행정에 관련한 각종 상담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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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별지 제1호서식 지도교수신청서 / 101
별지 제1호의2서식 논문 연구계획서 / 102
별지 제1호의3서식 학위과정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03
별지 제2호서식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원 / 104
별지 제2호의2서식 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인정 신청원 / 105

[석사과정]
별지 제3호서식 석사 예심 심사원 / 106
별지 제3호의2서식 석사 예심 서약서 / 107
별지 제3호의3서식 석사 예심 교외/非전임 심사위원 명단 / 108
별지 제3호의4서식 석사 예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09
별지 제4호서식 석사 예심 결과보고서 / 110
별지 제4호의2서식 석사 예심 보고서 / 111
별지 제5호서식 석사 본심 심사원 / 112
별지 제5호의2서식 석사 본심 서약서 / 113
별지 제5호의3서식 석사 본심 교외/非전임 심사위원 명단 / 114
별지 제5호의4서식 석사 본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15
별지 제5호의5서식 석사 본심 안전교육이수 확인서 / 116
별지 제6호서식 석사 본심 결과보고서 / 117
별지 제6호의2서식 석사 본심 심사요지 / 118
별지 제6호의3서식 석사 본심 보고서 / 119
별지 제6호의4서식 석사 본심 학술발표 확인서 / 120

[박사과정 & 통합과정]
별지 제7호서식 박사 예심 심사원 / 121
별지 제7호의2서식 박사 예심 서약서 / 122
별지 제7호의3서식 박사 예심 교외/非전임 심사위원 명단 / 123
별지 제7호의4서식 박사 예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24
별지 제8호서식 박사 예심 결과보고서 / 125
별지 제8호의2서식 박사 예심 보고서 / 126
별지 제9호서식 박사 본심 심사원 / 127
별지 제9호의2서식 박사 본심 서약서 / 128
별지 제9호의3서식 박사 본심 교외/非전임 심사위원 명단 / 129
별지 제9호의4서식 박사 본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30
별지 제9호의5서식 박사 본심 심사자격 인정서 / 131
별지 제9호의6서식 박사 본심 안전교육이수 확인서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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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박사 본심 결과보고서 / 133
별지 제10호의2서식 박사 본심 심사요지 / 134
별지 제10호의3서식 박사 본심 보고서 / 135
별지 제10호의4서식 박사 본심 결과(제2차) / 136
별지 제10호의5서식 박사 본심 결과(제1차) / 137
별지 제10호의6서식 박사 본심 논문충족 확인서 / 138

[박사과정 & 통합과정 QE]
별지 제11호서식 Qualifying Exam 신청서 / 139
별지 제11호의2서식 One-page Abstract(Proposal For Qualifying Exam) / 140
별지 제12호서식 Proposal For Qualifying Exam / 141
별지 제13호서식 Application and Evaluation Form(Qualifying Proposal for Ph.D.) / 142
별지 제14호서식 Evaluation Sheet(Qualifying Oral Examination) / 143
별지 제15호서식 Final Result of Qualifying Examination for Ph.D. degree(For Chair Use) / 144

[기타]
별지 제16호서식 전공과목 인정학점 신청서(편입학생) / 145
별지 제17호서식 전공과목 인정학점 신청서(신입/재학생) / 146
별지 제18호서식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 147
별지 제18호의2서식 논문 연구계획서(지도교수변경) / 148
별지 제19호서식 석·박사통합과정 이수 포기원서 / 149
별지 제20호서식 수업연한 단축 신청서 / 150
별지 제21호서식 예심/본심 심사 취소원 / 151
별지 제22호서식 예심/본심 심사위원 변경원 / 152
별지 제22호의2서식 예심/본심 변경 심사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53
별지 제23호서식 학위명 변경신청서(의생명과학계열 학위수여대상자) / 154
별지 제24호서식 대학원 졸업자 취업현황 / 155
별지 제25호서식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156
별지 제26호서식 휴학원서 / 157
별지 제27호서식 복학원서 / 158
별지 제28호서식 퇴학원서 / 159
별지 제29호서식 재입학원서 / 160

[박사과정 & 통합과정 연구중심 학위이수]
별지 제31호서식 연구중심 학위이수 신청서 / 161
별지 제31호의2서식 연구중심 학위이수 연구계획서 / 162
별지 제32호서식 연구중심 학위이수 중간평가 심사원 / 163
별지 제33호서식 연구중심 학위이수 중간평가 심사결과보고서 / 164
별지 제33호의2서식 연구중심 학위이수 중간평가 심사보고서 / 165
별지 제34호서식 연구중심 학위이수 포기원서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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