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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 설립배경 및 비전

  21세기에 들어서 다양한 질병들의 극복을 통한 인류복지의 증진을 위해 의학, 특히 임상의학의 중
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인공지능 및 의료기기산업 발달에 힘입어 미래 의학과 맞춤 의료를 중심
으로 임상의학 분야는 믿기 어려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일반대학원 의학과 임상의학계열은 이러한 임상의학 발전에 발맞추어 창의적이고 혁신적 교육을 
통한 21세기 임상의학 분야를 선도할 인재양성과 첨단 연구를 통해 임상의학 지식 발전과 인류복지
에 기여함으로써 세계 일류 수준의 대학원으로 발돋움해 나갈 것을 목표로, 석사과정은 1999년 3월, 
박사과정은 2000년 3월에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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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원은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명문 임상의학 대학원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임상의학 분야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임상의학 분야를 선
도해 나갈 세계적인 임상의학 및 의과학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제공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Ⅰ.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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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 교육목표
  일반대학원 의학과 임상의학계열은 의과대학 학부과정의 심화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

  예(禮)를 갖추고 인(仁)을 행하는 훌륭한 참 의료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이론적 지식이 융합된 일차 진료 의사, 기초의과학자, 그리고 그 외 다양한 형태로 
사회진출이 가능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일반대학원 의학과 임상의학계열 교육목표>

  21세기에 들어서 의학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으로 생명의 신비를 벗기는 획기적 연구결과와 그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임상의학 연구의 중요한 목적은 질병치료 기술을 발전시켜 
인류의 건강을 증진 시키는데 있다.

  우리 대학원에서는 의학을 전공한 학생들에게는 기본 의학교육의 심화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한 후에는 
임상의학과 의과학에 모두 능통한 명실상부한 임상의학 및 의과학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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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과정 운영
◦ 일반대학원 의학과 임상의학계열은 25개 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사과정에 한하여 25개의 세부전공 운영

※ 석사과정은 세부전공을 운영하지 않음

계열 박사과정 세부전공 전공수

임상의학계열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청소년과학, 정신건강의학,
신경과학, 정형외과학, 흉부외과학, 신경외과학, 성형외과학,
피부과학, 비뇨기과학, 이비인후과학, 안과학, 영상의학,
방사선종양학, 마취통증의학, 진단검사의학, 재활의학, 핵의학,
가정의학, 병리학, 응급의학, 치과학, 직업환경의학

25

2. 교과목 구성
◦ 전공과목은 공통과목 및 일반과목으로 구성되며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공필과목 6학점을 취득해야 함.

※ 공필과목(공통필수교과목)은 대학원의학과학사관리위원회에서 개설

3. 공필과목 개설 현황
개설학기 개설교과목명(해당교실 교강사명)

2012-1
동물실험기법(분자세포생물학 한명준) 의생명과학실험기법(융합의과학 유해용)

임상연구설계기초(내과학 박영석)
2012-2

영어논문작성법(핵의학 이경한*) 의학자료분석론(사회의학 신명희)
임상연구설계응용(내과학 박영석)

2013-1
동물실험기법(외과학 김성주) 의생명과학실험기법(융합의과학 유해용)

임상연구설계기초(내과학 박영석)
2013-2

영어논문작성법(재활의학 황지혜*) 의학자료분석론(사회의학 신명희)
임상연구설계응용(내과학 박영석)

2014-1
동물실험기법(외과학 김성주) 의생명과학실험기법(융합의과학 유해용)

임상연구설계기초(소아청소년과학 성기웅)
2014-2

영어논문작성법(내과학 손희정) 의학자료분석론(사회의학 신명희)
임상연구설계응용(소아청소년과학 성기웅)

2015-1
동물실험기법(외과학 김성주) 의생명과학실험기법(융합의과학 유해용)

임상연구설계기초(소아청소년과학 성기웅)
2015-2

영어논문작성법(내과학 손희정) 의학자료분석론(사회의학 신명희)
임상연구설계응용(소아청소년과학 성기웅)

2016-1
동물실험기법(외과학 김성주) 의생명과학실험기법(융합의과학 유해용)

역학적임상연구설계(융합의과학 조주희)
2016-2

영어논문작성법(내과학 손희정) 의학자료분석론(사회의학 신명희)
중재적임상연구설계(내과학 허우성)

* 교무부학장보 임시담당



Global Challenge

6 | Graduate School of Medicine, SKKU

1. 전체 교과목(185)
과목명 학점 학수번호 담당교수 교실 비고

동물실험기법 3 MED5413 김성주 임상(공동) 공필/국제어
영어논문작성법 3 MED5414 손희정 임상(공동) 공필/국제어
의생명과학실험기법 3 MED5415 유해용 임상(공동) 공필/국제어
의학자료분석론 3 MED5416 신명희 임상(공동) 공필/국제어
역학적임상연구설계 3 MED5485 조주희 임상(공동) 공필/국제어
중재적임상연구설계 3 MED5486 허우성 임상(공동) 공필/국제어
노화의학 3 MED5259 유준현 가정의학
임상연구방법론 3 MED5447 　 가정의학
임상예방의학 3 MED5448 송윤미 가정의학
임상의사소통 3 MED5449 이정권 가정의학
인공장기/의공학 3 MED5022 　 내과학
임상면역학 3 MED5023 　 내과학
임상유전학 3 MED5031 　 내과학
동맥경화증 3 MED5032 　 내과학
내분비학최신지견 3 MED5047 김선욱 내과학
분화와발달 3 MED5049 　 내과학
신장병학특론 3 MED5053 허우성 내과학
임상약리학 3 MED5057 　 내과학
호흡기학특론 3 MED5085 　 내과학
질병과유전 3 MED5088 　 내과학
혈액종양학특론 3 MED5100 박준오 내과학
임상순환기학개론 3 MED5132 온영근 내과학
호흡기학개론 3 MED5134 고원중 내과학
감염학개론 3 MED5135 정두련 내과학
(원)의학개론 3 MED5150 　 내과학
심장학개론 3 MED5169 　 내과학
류마티스학개론 3 MED5170 이재준 내과학
임상종양학 3 MED5189 안명주 내과학
노화와노인의학 3 MED5345 최윤호 내과학
소화기학개론 3 MED5441 신동현 내과학
뇌신경마취 3 MED5026 이정진 마취통증의학
폐식도마취과학 3 MED5044 안현주 마취통증의학
심장마취학 3 MED5050 이종환 마취통증의학
통증의학 3 MED5492 심우석 마취통증의학

04_ 교과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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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학점 학수번호 담당교수 교실 비고

부위마취학 3 MED5493 고저스틴상욱 마취통증의학
방사선생물학 3 MED5070 최두호 방사선종양학
방사선물리학 3 MED5080 최두호 방사선종양학
방사선종양학임상1 3 MED5113 임도훈 방사선종양학
방사선종양학임상2 3 MED5114 최두호 방사선종양학
방사선치료방법론1 3 MED5276 임도훈 방사선종양학
방사선치료방법론2 3 MED5277 임도훈 방사선종양학
실험병리학 3 MED5018 김석형 병리학
신경계병리학 3 MED5037 서연림 병리학
암유전체학특론 3 MED5089 김대식 병리학
산부인과병리학 3 MED5107 송상용 병리학
림프계병리학 3 MED5200 고영혜 병리학
비뇨기계병리학 3 MED5435 권기영 병리학
외과병리학I-진단병리 3 MED5436 조은윤 병리학
외과병리학II-종양병리 3 MED5437 최윤라 병리학
소화기계병리학 3 MED5438 장기택 병리학
폐및심장병리학 3 MED5439 김정선 병리학
배뇨장애 3 MED5013 이규성 비뇨기과학
소아비뇨기과학 3 MED5030 백민기 비뇨기과학
비뇨기계종양학 3 MED5066 전성수 비뇨기과학
폐쇄성요로질환 3 MED5078 한덕현 비뇨기과학
비뇨기계종양학2 3 MED5112 서성일 비뇨기과학
남성성기능장애 3 MED5194 이성원 비뇨기과학
산부인과유전학 3 MED5028 오수영 산부인과학
임신내분비학 3 MED5029 최석주 산부인과학
생식발달개론 3 MED5058 이동윤 산부인과학
부인종양학 3 MED5060 최철훈 산부인과학
폐경기여성학 3 MED5061 　 산부인과학
생식내분비학 3 MED5069 최두석 산부인과학
산부인과내시경학 3 MED5103 김태중 산부인과학
산과초음파학 3 MED5192 노정래 산부인과학
여성의학개론 3 MED5332 　 산부인과학
두안면선천기형치료의최신 3 MED5079 오갑성 성형외과학 임소영 공동
미세수술학연습 3 MED5193 　 성형외과학
유방암수술후재건 3 MED5321 방사익 성형외과학 전병준 공동
의학유전학 3 MED5020 진동규 소아청소년과학
성장기의학개론 3 MED5062 　 소아청소년과학
심장발달학 3 MED5063 송진영 소아청소년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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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학점 학수번호 담당교수 교실 비고

신생아학개론 3 MED5322 장윤실 소아청소년과학
소아신경학 3 MED5323 이지훈 소아청소년과학
소아신장학 3 MED5420 조희연 소아청소년과학
소아알레르기학 3 MED5421 안강모 소아청소년과학
소아감염학 3 MED5422 　김예진 소아청소년과학
소아혈액종양학 3 MED5423 　유건희 소아청소년과학
소아내분비학 3 MED5424 　 소아청소년과학
소아소화기학 3 MED5425 최연호 소아청소년과학
신경과학원론 3 MED5108 조진환 신경과학
두통및경부통학총론 3 MED5118 　 신경과학
간질과뇌파 3 MED5173 서대원 신경과학
급성뇌졸중의최신치료 3 MED5444 방오영 신경과학
치매와뇌노화 3 MED5489 서상원 신경과학
신경면역질환 3 MED5511 민주홍 신경과학
뇌혈관외과학 3 MED5082 김종수 신경외과학
뇌종양학 3 MED5475 공두식 신경외과학
척수신경외과학 3 MED5481 이선호 신경외과학
신경안과학 3 MED5051 오세열 안과학
녹내장의임상 3 MED5086 　 안과학
망막질환의발병기전 3 MED5488 함돈일 안과학
황반질환 3 MED5442 강세웅 안과학
근골격계영상진단학 3 MED5445 윤영철 영상의학
전산화단층촬영진단학 3 MED5477 정명진 영상의학
복부영상의학 3 MED5494 김성현 영상의학
신경영상의학 3 MED5495 김성태 영상의학
자기공명영상의학 3 MED5512 이정희 영상의학
혈관질환 3 MED5143 박양진 외과학
외과수술의원칙 3 MED5188 최동욱 외과학
외과종양학 3 MED5191 조용범 외과학
임상연구윤리 3 MED5353 이정언 외과학
대량재해 3 MED5350 　 응급의학
소생술과소생후증후군 3 MED5351 조익준 응급의학
패혈증의초기치료 3 MED5352 　 응급의학
임상이과학 3 MED5256 문일준 이비인후과학
임상비과학 3 MED5325 김효열 이비인후과학
두경부종양학 3 MED5443 정만기 이비인후과학
암재활 3 MED5257 황지혜 재활의학
소아의발달및재활 3 MED5349 권정이 재활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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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학점 학수번호 담당교수 교실 비고

뇌질환의신경재활 3 MED5354 김연희 재활의학
척수의학 3 MED5482 성덕현 재활의학
정신신체의학 3 MED5059 유범희 정신건강의학
인간의성장과발달 3 MED5073 김지혜 정신건강의학
소아청소년정신병리 3 MED5076 정유숙 정신건강의학
Neuroscience연구방법 3 MED5133 김도관 정신건강의학
정신분열병 3 MED5172 　 정신건강의학
정신장애유전학 3 MED5249 홍경수 정신건강의학
기분장애임상연구방법 3 MED5476 전홍진 정신건강의학
불안장애의이해와치료 3 MED5490 홍진표 정신건강의학
수면의학 3 MED5491 김석주 정신건강의학
골관절종양학 3 MED5038 서성욱 정형외과학
소아정형외과학 3 MED5039 　 정형외과학
정형외과병리학 3 MED5043 　 정형외과학
골절학 3 MED5102 임승재 정형외과학
인공관절성형술 3 MED5147 이대희 정형외과학
척추외과학1 3 MED5148 　 정형외과학
족부관절의이해 3 MED5487 성기선 정형외과학
유전체분석입문 3 MED5016 김종원 진단검사의학
임상약물유전체학 3 MED5119 이수연 진단검사의학
혈액병리의최신지견 3 MED5079 김선희 진단검사의학
진단바이러스학 3 MED5479 이남용 진단검사의학
임상교정치과학 3 MED5210 김영호 치과학
임상교정치과학실습 3 MED5211 김영호 치과학
부정교합진단학기초 3 MED5212 김영호 치과학
치주수술의이해 3 MED5213 계승범 치과학
치주성형외과학 3 MED5214 계승범 치과학
심미임프란트매식학 3 MED5215 계승범 치과학
비외과적근관치료학 3 MED5216 박동성 치과학
비외과적근관치료학실습 3 MED5217 박동성 치과학
치아우식의예방 3 MED5218 박동성 치과학
부정교합치료학개론 3 MED5220 김영호 치과학
부정교합진단학고급 3 MED5221 김영호 치과학
비외과적치주치료학 3 MED5222 양승민 치과학
치주조직재생유도술 3 MED5223 계승범 치과학
외과적근관치료학 3 MED5224 박동성 치과학
심미수복학 3 MED5225 유현미 치과학
교정재료학및생역학 3 MED5260 김영호 치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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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치료학 3 MED5261 박기태 치과학
성장발육학 3 MED5262 김영호 치과학
수술교정학 3 MED5263 김영호 치과학
악교정외과학 3 MED5264 홍종락 치과학
악안면재건외과학 3 MED5266 홍종락 치과학
외과적근관치료학실습 3 MED5268 박동성 치과학
치수질환과진단 3 MED5270 오태석 치과학
치주보철의이해 3 MED5271 양승민 치과학
심미임플란트매식학실습 3 MED5272 계승범 치과학
비외과적치주치료학실습 3 MED5273 양승민 치과학
치의학연구방법론1 3 MED5327 오태석 치과학
치의학연구방법론2 3 MED5328 계승범 치과학
보철전외과학 3 MED5333 홍종락 치과학
구강종양학 3 MED5335 홍종락 치과학
최신구강외과학문헌 3 MED5336 홍종락 치과학
치의학연구방법론3 3 MED5337 박기태 치과학
치의학연구방법론4 3 MED5360 양승민 치과학
악안면외상학 3 MED5429 홍종락 치과학
악안면임플란트학 3 MED5430 홍종락 치과학
턱관절외과학 3 MED5431 홍종락 치과학
최신근관치료학 3 MED5433 오태석 치과학
최신접착치과학 3 MED5434 유현미 치과학
고정성치과보철학 3 MED5496 김석규 치과학
치과임플란트보철학 3 MED5497 김석규 치과학
피부종양학 3 MED5054 　 피부과학
피부과학최신지견 3 MED5055 　 피부과학
피부과학세미나 3 MED5056 　 피부과학
피부병리학 3 MED5099 이동윤 피부과학
광피부과학 3 MED5127 이주흥 피부과학
유전성피부질환 3 MED5175 　 피부과학
핵의학 3 MED5091 최준영 핵의학
종양핵의학 3 MED5092 최준영 핵의학
양전자단층촬영술 3 MED5136 최준영 핵의학
심장핵의학 3 MED5197 최준영 핵의학
선천성심장질환의치료 3 MED5034 전태국 흉부외과학
후천성심장질환의치료 3 MED5035 성기익 흉부외과학
흉부암의외과적치료 3 MED5253 최용수 흉부외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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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 학위과정 개요
1. 학위과정 주요 기준: 임상의학계열

구     분 의학과 임상의학계열(이하 임상계열) 비    고

학위과정 석사 박사 ※ 임상계열은 통합과정 없음
의무등록학기

(수업연한)
2년(4학기) 2년(4학기)

 + 4회(연구등록) ※ 연구등록 4회 포함

수료학점 24학점 36학점
선수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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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필수(공필) 

교과목 이수
6학점 6학점 ※ 전공시험 면제제도는

2013. 2학기부터 폐지
국제어수업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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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선택과목 국제어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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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연구과목

(논문연구)
- 해당 없음 ※ 의생계열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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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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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박사: SCI급 논문 공저자 1편 이상
➆ 안전교육 이수
➇ 본심사(본심) 합격

※ 2016학번 이후부터 적용
※ 선수 + 공필 + 국제어 포함
※ 舊 종시
※ 학위과정별로 기준 상이
※ 2010학번 이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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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학 ※ 세부전공: 박사만 표기
※ 수료학점: 석사 전공12+선택12, 박사 전공18+선택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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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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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과정은 수료 후 4학기 이내에 학위취득(본심 합격) 시 잔여기간 연구등록(수료 후 연속 4회) 면제

3. 학위과정별 수료학점
구분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비고

임상계열

선수 1학점 ● 1학점 ● - -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1

전공

12학점 ↑ 18학점 ↑
- - ↑: 이상

●: 의무공필과목 6학점 ● 공필과목 6학점 ●
국제어 3학점 ● 국제어 3학점 ●

선택 12학점 18학점 -
계 24학점 36학점 -

※ 2013. 2학기부터 국제어는 전공과목만 인정(他학과에서 개설된 선택과목 수강 시 국제어 불인정)
※ 2016학번 이후 신입생부터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의 선수과목 이수 의무화

(未충족 시 졸업 불가)
※ 선수과목 1학점은 수료학점(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외에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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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위과정별 학술지논문 게재 증빙자료는 본심 심사원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함
※ 안전교육은 입학 후 본심 시까지 매학기 1회씩 이수하여야 함(2012. 3월부터 시행)
※ 박사과정은 수료 후 4학기 이내에 학위취득(본심 합격) 시 잔여기간 연구등록(수료 후 연속 4회) 면제
※ 외시는 1기부터 가능하나, 통상 석사 3기, 박사 4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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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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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시는 1기부터 가능하나, 통상 석사 3기, 박사 4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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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초
2월초
3월초
3월초

8월초
8월초
9월초
9월초

신입학 첫학기 의무수강
[별지 제1호서식 일체]
전시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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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GLS: Gold Lawn Square(금잔디 광장), 인트라넷 기반 학사관리 서비스 시스템
※ 외시는 1기부터 가능하나, 통상 석사 3기, 박사 4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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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초
-

2월초
3월초
3월초

8월초
-

8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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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초
학기중

8월초
학기중 본심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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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GLS: Gold Lawn Square(금잔디 광장), 인트라넷 기반 학사관리 서비스 시스템
※ 외시는 1기부터 가능하나, 통상 석사 3기, 박사 4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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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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 2017학년도 개설 교과목(임상/치과)

가. 임상의학계열
1. 2017학년도 1학기: 선수 1과목 + 17과목

교  과  목  명 학수번호 학점 요일/시간 강  의  실 교강사 개설교실 수강제한 비  고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1 COV7001 1 - (분반 I8) 온라인수업 성균융합원 - 선수 의대전용

의생명과학실험기법 MED5415 3 월/18:00 암병원 지하2층 세미나3 유해용 융합의과학과 100 공필 국제어
역학적임상연구설계 MED5485 3 화/18:00 암병원 지하2층 세미나3 조주희 융합의과학과 100 공필 국제어
동물실험기법 MED5413 3 수/18:00 암병원 지하2층 중강의실 김성주 외과학 100 공필 국제어
방사선치료방법론1 MED5276 3 월/07:40 암병원 지하1층 방사선종양학과 회의실 임도훈 방사선종양학 20
소아알레르기학 MED5421 3 월/17:30 본관 동8 소아청소년과 의국 안강모 소아청소년과학 20
생식발달개론 MED5058 3 월/18:00 본관 7층 동회의실 이동윤 산부인과학 20
족부관절의이해 MED5487 3 월/18:00 암병원 지하2층 강의실1 성기선 정형외과학 20
핵의학 MED5091 3 월/18:00 본관 지하1층 핵의학과 회의실 최준영 핵의학 10
신장병학특론 MED5053 3 화/12:00 별관 8층 서측 회의실 허우성 내과학 4
두안면선천기형치료의 최신 MED5079 3 화/17:00 암병원 지하2층 강의실1 오갑성임소영 성형외과학 25
인공관절성형술 MED5147 3 화/18:00 암병원 지하1층 세미나2 이대희 정형외과학 20
척수의학 MED5482 3 화/18:30 13서  재활의학과 의국 성덕현 재활의학 10
황반질환 MED5442 3 수/16:00 암병원 지하2층 강의실 강세웅 안과학 20
소아비뇨기과학 MED5030 3 수/18:00 암병원 지하2층 강의실2 백민기 비뇨기과학 30
소화기계병리학 MED5438 3 목/17:00 암병원 2층 병리과 회의실 장기택 병리학 20
류마티스학개론 MED5170 3 목/18:00 암병원 지하2층 중강의실 이재준 내과학 20
혈관질환 MED5143 3 목/18:00 암병원 지하2층 세미나3 박양진 외과학 20
※ 2016학번 이후 신입생부터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1” 선수과목 1학점 첫학기 의무이수 해야 함
※ 폐반기준: 석박사공통과정 or 박사과정 대상과목 2명 이하
※ 대학원과정에는 수강철회, 재수강, 학점포기 제도 없음(학부과정에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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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학년도 2학기: 선수 1과목 + 30과목
교  과  목  명 학수번호 학점 요일/시간 강  의  실 교강사 개설교실 수강제한 비  고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1 COV7001 1 - (분반 I8) 온라인수업 고관수 성균융합원 - 선수 의대전용

의학자료분석론 MED5416 3 월/18:00 암병원 지하2층 세미나3실 신명희 사회의학 100 공필 국제어
중재적임상연구설계 MED5486 3 화/18:30 암병원 지하2층 세미나3실 허우성 내과학 100 공필 국제어
영어논문작성법 MED5414 3 수/18:00 암병원 지하2층  중강의실 손희정 내과학 100 공필 국제어
방사선치료방법론2 MED5277 3 월/07:40 암병원 지하1층 방사선종양학과 회의실 임도훈 방사선종양학 20
후천성심장질환의치료 MED5035 3 월/16:00 본관 서 17 흉부외과 의국 성기익 흉부외과학 20
외과수술의원칙 MED5188 3 월/18:00 암병원 지하2층 강의실1 최동욱 외과학 20
양전자단층촬영술 MED5136 3 월/18:00 본관 지하1층 핵의학과 회의실 최준영 핵의학 10
골절학 MED5102 3 월/19:00 본관 12서 회의실 임승재 정형외과학 20
뇌신경마취 MED5026 3 화/16:00 마취통증의학과 본관 의국 이정진 마취통증의학 20
흉부암의외과적치료 MED5253 3 화/16:00 암병원 9층 회의실 최용수 흉부외과학  20
신경면역질환 MED5511 3 화/17:00 본관 14층 신경과 의국 민주홍 신경과학 20
임상이과학 MED5256 3 화/17:00 암병원 10층 교수실내 회의실 문일준 이비인후과학 15
진단바이러스학 MED5513 3 화/17:00 본관 진단검사의학과 회의실 이남용 진단검사의학 20
피부병리학 MED5099 3 화/17:00 별관5층 피부과 병리실 이동윤 피부과학 10
통증의학 MED5492 3 화/18:00 암병원 중환자실 세미나실 심우석 마취통증의학 20
산부인과유전학 MED5028 3 화/18:00 본관 7층 동 회의실 오수영 산부인과학 10
뇌종양학 MED5475 3 화/18:00 암병원 지하2층 강의실1 공두식 신경외과학 20
암재활 MED5257 3 화/18:30 본관 지하1층 재활의학과 회의실 황지혜 재활의학 10
부위마취학 MED5493 3 수/17:00 마취통증의학과 본원의국 고저스틴상  욱 마취통증의학 20
폐식도마취과학 MED5044 3 수/17:00 마취통증의학과 암병원 의국 안현주 마취통증의학 20
내분비학최신지견 MED5047 3 수/18:00 별관8층 서측 회의실 김선욱 내과학 30
심장발달학 MED5063 3 수/18:00 본관 동8 소아청소년과 의국 송진영 소아청소년학 20
폐쇄성요로질환 MED5078 3 수/18:00 암병원 지하2층 강의실2 한덕현 비뇨기과학 20
유방암수술후재건 MED5321 3 수/19:00 암병원 지하2층 강의실1 방사익전병준 성형외과학 25
심장마취학 MED5050 3 목/17:00 마취통증의학과 본관 의국 이종환 마취통증의학 20
외과병리학Ⅰ-진단병리 MED5436 3 목/18:00 암병원 2층 병리과 회의실 조은윤 병리학 20
임상예방의학 MED5448 3 목/18:30 암병원 지하2층 세미나3 송윤미 가정의학 20
선천성심장질환의 치료 MED5034 3 금/16:00 본관 서17 흉부외과 의국 전태국 흉부외과학 20
자기공명영상의학 MED5512 3 금/17:30 본관1층 영상의학과 회의실 이정희 영상의학 40
소화기학개론 MED5441 3 금/18:00 암병원 8층 교수연구실내 회의실 신동현 내과학 20



Global Challenge 

Graduate School of Medicine, SKKU | 21

나. 치과학교실
1. 2017학년도 1학기: 선수 1과목 + 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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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안면재건외과학 MED5266 3 월/18:00 별관 3층 치과 교수회의실 홍종락 치과학
악교정외과학 MED5264 3 금/18:00 별관 3층 치과 교수회의실 홍종락 치과학
※ 치과학교실은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치과학교실 전용 공필과목 이수의무 폐지(임상계열 공필과목 공통 적용)

(2016학번 ~2010학번까지는 공필과목 12학점, 2009학년도 이전 학번은 공필과목 6학점 이수)
※ 2016학번 이후 신입생부터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1” 선수과목 1학점 첫학기 의무이수 해야 함
※ 폐반기준: 석박사공통과정 or 박사과정 대상과목 2명 이하
※ 대학원과정에는 수강철회, 재수강, 학점포기 제도 없음(학부과정에만 있음)

2. 2017학년도 2학기: 선수 1과목 + 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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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종양학 MED5335 3 월/18:00 별관 3층 치과 교수회의실 홍종락 치과학
보철전외과학 MED5333 3 금/18:00 별관 3층 치과 교수회의실 홍종락 치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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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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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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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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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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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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이수 의무학점 6학점 이상 6학점 이상 2과목 이상
※ 치과학교실은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치과학교실 전용 공필과목 이수의무 폐지(임상계열 공필과목 공통 적용)

(2016학번 ~2010학번까지는 공필과목 12학점, 2009학년도 이전 학번은 공필과목 6학점 이수)
※ 2016학년도 이후 임상계열 공필과목(6과목)

- 1학기(3과목): 역학적임상연구설계, 동물실험기법, 의생명과학실험기법
- 2학기(3과목): 중재적임상연구설계, 영어논문작성법, 의학자료분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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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비  고

이수 의무학점 3학점 이상 3학점 이상 1과목 이상
※ 임상계열 공통필수(공필과목) = 국제어수업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음. 즉, 공통과목 &(兼) 국제어수업 과목 임
※ 임상계열 공필과목 이수의무(2과목)를 충족하면, 국제어수업 이수의무(1과목)은 자동으로 충족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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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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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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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수과목 1학점은 수료학점(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외에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교과목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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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수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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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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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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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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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시험 종료 후 학사일정표에 정한 성적공시기간에 GLS(학사시스템)을 통해 성적을 공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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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 박사 1학기까지 가능함
※ 박사과정의 경우 학점인정을 받아 2학기까지 수료학점(36학점)을 충족하더라도 2학기 조기수료(2학기 단축) 불가
※ 박사과정의 최소 의무등록은 4학기이므로 수업연한을 단축하더라도 최대 1학기 조기수료(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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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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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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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이수기간 1기 ~ 본심 학기까지 1기 ~ 본심 학기까지

이수횟수
매학기 1회

(총 4회 이상)
매학기 1회

(총 5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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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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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방법
법    정
교육시간

교육과정 수강방법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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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계열은 Off-Line 신입교육 해당 없음

◦ 이수결과 반영조건: 상기 정기교육(On-Line)을 모두 이수하고, 해당 수료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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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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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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_ 논문지도교수 선정

논문지도교수란?
대학원 학위과정 학생은 학위취득을 위해 논문을 작성하여 심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하는데, 이 때 논문작성을 
도와주는 본교 전임교원            ※ 지도교수는 소속 의학과(임상계열) 전임교원에 한하며, 부교수 이상이어야 함
※ 단, 해당 전공교수가 없을 경우 명예교원, 교내 타학과 전임교원 또는 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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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입학과 동시에 선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내과학교실 및 외과학교실 등 세부전공에 따라 지도교수선정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결정 즉시 제출
다. 논문지도교수 선정

◦ 소속 의학과(임상계열) 교수, 부교수 중에서 선정되며, 논문주제가 복합적일 경우,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
해 필요하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학생의 희망에 의해 배정)에는 2명의 지도교수를 선정 받을 수 있음

◦ 가능한 빠른 시기에 희망 지도교수와 직접 상담하여 학기 시작 첫 주에 [지도교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논문연구계획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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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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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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_ 논문제출자격시험(외시/전시)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논자시)
외국어시험/전공시험은 학위취득을 위해 학위청구논문 본심 前에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논문제출자격시험임

1. 임상계열 논자시(외시/전시) 대상과목 및 대체인정 기준

구 분 임상계열 치과교실 비  고

외시 영어 - 외시 면제신청은 가능

전시 공필 1과목 - 전시 면제제도는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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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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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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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➇석사학위과정 재학생 중 성균어학원에서 개설하는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수강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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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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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과목 - 이전 학기까지 이수했던 공필과목 1과목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

응시자격

- 각 학위과정 별로 아래에 지정된 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이상인 자
※ 석사학위과정: 15학점이상 취득자(통상 3학기 째에 실시)
※ 박사학위과정: 27학점이상 취득자(통상 4학기 째에 실시)

- 해당 기간 매학기 안전교육 이수증 제출자
※ 안전교육수료 통상기준: 석사과정 2회(1기~2기), 박사과정 3회(1기~3기)
※ 의생/임상 공통으로 2012. 3월부터 입학 후 본심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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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학교실은 별도의 전공시험에 응시해야 함
※ 아래 세부사항 참조

치과학교실 전공시험 관련 세부사항(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까지만 적용)
- 치과학 전공의 학생들은 치과학교실에서 출제하는 별도의 전공시험에 따로 응시해야 함
- 합격기준은 타 임상계열과 동일(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 공필과목 1과목 A학점 이상 시 가능했던 면제제도는 2013. 2학기부터 폐지됨
- 2017학년도 이후 치과학교실 입학생의 전공시험은 임상계열 공필과목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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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제출자격시험(외시+전시) 대체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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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석사: SCI급 主 1편 이상
2. 박사: SCI급 主 1편 이상

- 석사: 15학점 이상
- 박사: 27학점 이상

취득 및 평균성적 3.0 이상
- 안전교육 매학기 이수자2학기 8.29.(화)~

9. 1.(금)

다. 논자시 대체인정 기준

신청기준

➀ 임상계열 석사과정: SCI급 主 1편 이상(SCI급에 SCIE 포함)
➁ 임상계열 박사과정: SCI급 主 1편 이상(SCI급에 SCIE 포함)
➂ 공필과목 1과목 A 이상 및 지도교수 추천
※ 대체인정 연구실적 발표날짜: 해당 학위과정 입학 이후 만 인정(게재예정 불인정)

신청자격

➀ 임상계열 학위과정으로 아래에 지정된 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 3.0 이상인 자
- 석사과정: 15학점 이상 취득자(통상 3학기에 신청)
- 박사과정: 27학점 이상 취득자(통상 4학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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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제출자격시
험 대체인정 신청원(별지 제2호의2서식)]과 해당 증빙서류를 행정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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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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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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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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수료학점 모두 취득 + ➋외국어시험 합격 ➌전공시험 합격 + ➍예비심사합격 +

➎학술지 논문게재 조건 충족(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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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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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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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참조

※ 안전교육 이수 필수: 석사 4회 이상, 박사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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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심 심사원 제출 학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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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포함 3인 공통: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 2명

박사과정
지도교수 포함 5인
※ 본교 기초의학 교수 1인 이상 포함

예심: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 4명
본심: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 4명

※ 본교 非전임교원은 교내 심사위원으로 간주
※ 내규 제24조에 의거, 박사과정 임상의학 전공자는 논문심사위원에 반드시 본교 기초의학 교수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함

(교외 심사위원 중 타대학 기초교수가 있더라도 본교 기초의학 전임교원 1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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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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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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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학위과정은 학과에서 인정한 학술지에 논문 1편(공동연구 발표 논문도 포함)을 발표하고, [학술지 발표

논문 인정서(별지 제9호의5서식)] 및 그 논문(논문게재증명서도 가능)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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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의학계열 학술지논문 게재 기준                                             ※ 未충족 시 본심 신청 불가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술지 논문게재 의무 없음 SCI급 논문 공저자 1편 이상
※ SCI급: SCI or SCIE 논문을 포함하며, 공저자 이상을 의미함
※  2010학년도 전기 박사 입학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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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번 서류: 각 
심사위원께 직접 
제출
②~➆번 서류: 
행정실로 
Off-Line 제출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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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교육은 입학 후 본심 학기까지 매학기 1회씩 이수하여야 함(2012. 3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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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위과정별 학위논문 심사료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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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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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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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유예 GLS 신청 후 지도교수 서명을 받아 행정실에 제출하면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확정, 유
예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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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Challenge

38 | Graduate School of Medicine, SKKU

10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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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kkumed.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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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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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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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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계열 연구등록금: 974,000원 (등록금 7,79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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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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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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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서울병원 서초생활관

가. 대상: 외국인 신입생 및 재학생 (연구등록, 수료자 및 휴학생 제외)
※ 임상계열 외국인 유학생에 한하며, 임상계열 일반 학생은 신청 할 수 없음

나.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68번지(삼성서울병원 서초동 생활관 , 아리랑 TV 뒷편)

다. 신청가능 룸타입

구 분 룸타입
기숙사비
(6개월)

입사자격
성  별

비고
남 여

서초생활관 2인 1실 1,140,000원 본과생/의전원생
대학원생(외국인/융합) ● ●

84실
(168명)

※ 기숙사비는 2016학년도 1학기 기준임: 기본 6개월 114만원, 중도퇴사 시 환불 없음
※ 배정된 룸메이트는 변경불가
라. 신청시기

◦ 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2월 10일 ~ 20일(10일간)

◦ 2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8월 10일 ~ 20일(10일간)

마. 신청방법
◦ [서초생활관 입사신청서(별지 제30호서식)] 작성 → 의과대학행정실에 신청서 제출 → 입사대상자 선발 → 

선정통보 → 기숙사비 입금 → 호실배정 → 입사
바. 입사기간: 학기 단위 6개월(1학기 3월 ~ 8월, 2학기 9월 ~ 2월)

사. 입사확정 및 호실배정: 개별 통보
아. 기숙사비 납부: 선정 통보 후 즉시

※ 기숙사비 6개월분 114만원 입금 확인 후 호실배정이 가능함
※ 입금계좌: 신한은행 110-437-342680 최홍주

자. 기타사항
◦ 서초생활관(서초동) ↔ 삼성서울병원(일원동)셔틀버스 매일 28회(왕복) 운행

※ 운행시간표는 의과대학 홈페이지(http://www.skkumed.ac.kr) → 소식/홍보 → 공지사항 참조
◦ 서초생활관운영규칙 준수: 입사 시 배포하는 규칙 위반 시 또는 공동생활 불가능 판단 시 퇴사 조치함
◦ 문의: 의과대학행정실 담당자 02-2148-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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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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의학계열 - 학사안내․서식자료
◦ 일반대학원 학사 및 수업 관련 공지: 대학원 – 임상의학계열 - 공지사항/수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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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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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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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Challenge 

Graduate School of Medicine, SKKU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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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교원 중 부교수 이상에 한함)을 해야 하며 논문지도 

신청서를 일정기간(개강 후 일주일 이내)에 행정실로 접수시켜 주셔야 합니다. 다만, 내과학교실 및 외과학교실 등 세부전공에 
따라 지도교수선정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결정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번 정한 논문지도교수는 중도에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시 해당계열 소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학장의 결정 아래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임상계열 학생이 의생계열이나 다른 학과(융합의과학과,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 등)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나요?
A  과목 담당 교수님의 허가 하에 수강 가능하며, 전공선택으로 학점이 인정됩니다. 해당 과목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석사논문연구, 박사논문연구는 의생계열 대상 교과목으로, 임상계열은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Q  수강인원 증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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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마감되는 수업에 한해 기간을 정해두고 증원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성명/학번/수강희망교과목/수강희망 
이유(간단히 기재)를 작성하여 담당자 e-mail로 보내주시면, 해당 교수님께 확인 후 증원 가능합니다. 
※ 2016학년도부터 필요시 증원요청 신청기간을 미리 정하고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받아 교수님께 증원 요청 예정
※ 1학기: 2월 중순 일주일간(월~금), 2학기: 8월 중순 일주일간(월~금)
※ 증원 요청 신청을 했더라도 담당 교강사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원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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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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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별지서식





Global Challenge 

Graduate School of Medicine, SKKU | 77

[공통]
별지 제1호서식 지도교수신청서 / 79
별지 제1호의2서식 논문 연구계획서 / 80
별지 제1호의3서식 학위과정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81
별지 제2호서식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원 / 82
별지 제2호의2서식 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인정 신청원 / 83

[석사과정]
별지 제3호서식 석사 예심 심사원 / 84
별지 제3호의2서식 석사 예심 서약서 / 85
별지 제3호의3서식 석사 예심 교외/非전임 심사위원 명단 / 86
별지 제3호의4서식 석사 예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87
별지 제4호서식 석사 예심 결과보고서 / 88
별지 제4호의2서식 석사 예심 보고서 / 89
별지 제5호서식 석사 본심 심사원 / 90
별지 제5호의2서식 석사 본심 서약서 / 91
별지 제5호의3서식 석사 본심 교외/非전임 심사위원 명단 / 92
별지 제5호의4서식 석사 본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93
별지 제5호의5서식 석사 본심 안전교육이수 확인서 / 94
별지 제6호서식 석사 본심 결과보고서 / 95
별지 제6호의2서식 석사 본심 심사요지 / 96
별지 제6호의3서식 석사 본심 보고서 / 97

[박사과정]
별지 제7호서식 박사 예심 심사원 / 98
별지 제7호의2서식 박사 예심 서약서 / 99
별지 제7호의3서식 박사 예심 교외/非전임 심사위원 명단 / 100
별지 제7호의4서식 박사 예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01
별지 제8호서식 박사 예심 결과보고서 / 102
별지 제8호의2서식 박사 예심 보고서 / 103
별지 제9호서식 박사 본심 심사원 / 104
별지 제9호의2서식 박사 본심 서약서 / 105
별지 제9호의3서식 박사 본심 교외/非전임 심사위원 명단 / 106

Ⅳ.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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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의4서식 박사 본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07
별지 제9호의5서식 박사 본심 심사자격 인정서 / 108
별지 제9호의6서식 박사 본심 안전교육이수 확인서 / 109
별지 제10호서식 박사 본심 결과보고서 / 110
별지 제10호의2서식 박사 본심 심사요지 / 111
별지 제10호의3서식 박사 본심 보고서 / 112
별지 제10호의4서식 박사 본심 결과(제2차) / 113
별지 제10호의5서식 박사 본심 결과(제1차) / 114

[기타]
별지 제16호서식 전공과목 인정학점 신청서(편입학생) / 115
별지 제17호서식 전공과목 인정학점 신청서(신입/재학생) / 116
별지 제18호서식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 117
별지 제18호의2서식 논문 연구계획서(지도교수변경) / 118
별지 제21호서식 예심/본심 심사 취소원 / 119
별지 제22호서식 예심/본심 심사위원 변경원 / 120
별지 제22호의2서식 예심/본심 변경 심사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21
별지 제24호서식 대학원 졸업자 취업현황 / 122
별지 제25호서식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123
별지 제26호서식 휴학원서 / 124
별지 제27호서식 복학원서 / 125
별지 제28호서식 퇴학원서 / 126
별지 제29호서식 재입학원서 / 127
별지 제30호서식 서초생활관 입사신청서 / 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