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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
□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SKK GSC)은 China-MBA 커리큘럼을 운영하여 ‘중국비지니스리더’를 양성하는 국내유일

의 전문대학원입니다.

□ 중국대학원 중국경제관리(经济管理)학과는 2-track ⌜전일제/주간과정⌟ + ⌜파트타임/주말과정⌟으로 운영됩니다.

   - BLP (Business Leader Program: 주간과정)은 주로 학사학위 취득 후 직장경험 없이 바로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1~3년 정도의 경력을 쌓은 후 전문성향상을 위하여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W-BLP (Weekend Business Leader Program: 주말과정)은 주로 현업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학

업과 현업을 병행하며 관리자 및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진학할 수 있는 실무교육중심 프로그

램입니다.

과정 BLP W-BLP

구분 주간과정(full-time) 주말과정(part-time)

학위취득기간 2년(4개 학기) 2년(4개 학기)

수료기준학점 42학점 42학점

수업요일 월~금 금: 저녁, 토/일: 종일

모집대상 전일제 프로그램 희망자 학업‧현업 병행 희망자

수업료/1학기 980만원(※입학금 별도) 1,200만원(※입학금 별도)

전형료 8만원(외국인전형 10만원) 8만원(외국인전형 10만원)

모집인원(정원 內) 30명 내외 15명 내외

2 수여학위 / 세부전공

□ 중국대학원에서 정한 학위수여(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국학석사 / Master of Chinese Studies’ 

학위가 수여됩니다.

□ 세부전공

  - BLP(주간과정)은 중국마케팅/중국창업․전략/중국금융의 세 가지 세부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며, 

각 세부전공에 따라 각기 다른 명칭의 학위를 수여받게 됩니다.

  - W-BLP(주말과정)은 별도의 세부전공 없이 ‘중국경영’(단일전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정 세부전공
학위명

비고
한글 영어

BLP(주간)

중국마케팅 중국학석사(중국마케팅)
Master of Chinese Studies in 

Marketing
3가지

세부전공 중 
택1

중국창업․전략 중국학석사(중국창업․전략)
Master of Chinese Studies in 
Entrepreneurship and Strategy

중국금융 중국학석사(중국금융)
Master of Chinese Studies in 

Finance

W-BLP(주말) 중국경영 중국학석사(중국경영)
Master of Chinese Studies in 

Management
단일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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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

□ BLP(주간과정)

  - 중국경제관리학과의 BLP(주간과정) 교육과정은 각 세부전공에 따른 과목그룹과, 세부전공에 속하지 

않는 공통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본 교육과정은 프로그램의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역구분 한글명 영문명

마케팅

중국빅데이터마케팅 Bigdata Marketing in China

중국디지털마케팅실무 Digital Marketing Practice in China

중국소비자행동론 China Consumer Behavior

중국디지털마케팅 China Digital Marketing

중국시장조사 China Market Research

중국마케팅관리 China Marketing Management 

중국마케팅전략 China Marketing Strategy

금융

중국회계와세무 China Accounting and Tax

중국회계실무 China Accounting Practice

중국자본시장론 China Capital Market

중국금융기관 China Financial Institutions

중국재무관리 China Financial Management

중국투자론 China Investment

창업‧전략

중국인력자원관리론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China

중국창업이론과실무 Chines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중국혁신경영 Innovation Management in China

중국비즈니스협상 Chinese Business Negotiation

중국기업전략경영 Chinese Corporate Strategic Management

중국글로벌경영 Global Management in China

공통

중국리더십 China Leadership

한중빅데이터와핀테크혁신 Bigdata and Fintech Innovation in Korea&China

한중AI비즈니스 AI Business in Korea and China

중국빅데이터분석 China Bigdata Analytics

중국경제법 China Economic Law

중국디지털법률환경 China Digital Law Environment

중국컨설팅실무 China Consulting Practice

태극권 Taichi

중국경영통계 Statistics in Chinese Business

연구조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삼성경영세미나 Samsung Management Seminar

※ 주간과정 합격자는 정규학기 개강 전 Pre-School, 일대일로 대장정 전원 참가를 원칙으로 함

※ 일대일로 대장정: 중국대학원의 대표적 중국 체험프로그램(현재 COVID-19 로 인해 상황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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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BLP(주말과정)

  - 중국경제관리학과의 W-BLP(주말과정) 교육과정은 재직자가 향후 전문성을 갖춘 관리자‧경영자로 성

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무교육 및 프로젝트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4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 입학시기에 관계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본 교육과정은 프로그램의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듈
(학기) 한글명 영문명

A

중국소비자마케팅 China Consumer Marketing

중국빅데이터분석 China Big data Analytics

중국기업재무관리실무 China Corporate Finance Practice

중국기업전략 Corporate Strategy in China

중국역사와 문화 China History and Culture

중국최신이슈세미나 Seminar on Current Issues in China

B

중국디지털마케팅실무 Digital Marketing Practice in China

중국금융기관경영 Financial Institution Management in China

중국기업국제경영실무 China International Management Practice

중국회계실무 China Accounting Practice

중국경제법실무 China Economic Law Practice

중국비즈니스이노베이션 China Business Innovation

C

중국마케팅전략 China Marketing Strategy

중국투자전략 China Investment Strategy

중국기업전략경영 Chinese Corporate Strategic Management

중국컨설팅실무 China Consulting Practice

중국정치와경제 Politics and Economy in China

D

중국빅데이터마케팅 Big Data Marketing in China

중국시장조사 China Market Research

중국창업실무 China Entrepreneurship Practice

중국증권거래실무 China Stock Market Investment

중국현지법인운영실무 China Entity Operation Practice

중국경제법실무 China Economic Law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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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협력대학 파견 (단기 프로그램)   

□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에서는 중국 최고대학의 비즈니스 스쿨 및 유관학문분야에서 현지 학생 및 

교수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BLP(주간과정) 학생들은 중국협력대학에서 최소 1개 학기를 필수로 수학해야 합니다.(3번째 학기에 파견)

  - W-BLP(주말과정) 학생들은 희망자에 한하여 중국협력대학 파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국협력대학 파견 프로그램 (2021년 4월 기준)

□ 유의사항

  - 위 표의 중국협력대학 파견 프로그램은 각 대학과의 협의 및 관련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매년 각 대학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특정 대학에 파견가능 인원보다 많은 수의 학생

이 지원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파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각 대학에서 정한 별도의 입학요건 및 절차가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중국 협력대

학 입학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대학의 경우 9월 개강 (가을)학기에만 파견수학 가능하므로, 본인의 입학예정 학기와 파견시기를 함께 확인

바랍니다.(3번째 학기에 파견)

  - 단,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중국 협력대학 파견이 제한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본교에서 4개 학기 이수 원칙)

  - 현재 COVID-19 사태로 인해 각 협력대학별 상황이 상이하며, 파견가능여부 등 상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학위취득 요건

□ 주간과정은 아래 ①-1과 ②-1, 주말과정은 아래 ①-2과 ②-2의 항목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①-1 전공 수료 기준학점 취득 (졸업학점 평점평균 3.0 이상 / 국제어수업 24학점 이상 취득)

   ①-2 전공 수료 기준학점 취득 (졸업학점 평점평균 3.0 이상 / 국제어수업 18학점 이상 취득)

   ②-1. 주간과정 어학성적: 아래 2가지 항목 중 하나 충족

     - “HSK 6급 + TOEIC 800점 이상 취득” 또는 “HSK 5급 + TOEIC 900점 이상 취득”

   ②-2. 주말과정 어학성적: HSK 5급 또는 TOEIC 800점 이상 취득

대학 학문단위 프로그램 기간 파견시기

Peking University
北京大学

Guanghua School of Management
光华管理学院

학점취득 1개 학기 9月

National School of Development
国家发展研究院

학점취득 1개 학기 9月/3月

Renmin University of China
人民大学

School of Business
商学院

학점취득 1개 학기 9月/3月

Fudan University
复旦大学

School of Economics
经济学院

학점취득 1개 학기 9月/3月

복수학위 2개 학기 9月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上海交通大学

Antai College of Economics/Management
安泰经济与管理学院

학점취득 1개 학기 9月/3月

Zhejiang University
浙江大学

School of Management
管理学院

학점취득 1개 학기 9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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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 자격

□ 학  력: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 국내․외 대학에서 2021년 8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학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사과정 출신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 외국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중국어 HSK 5급 또는 TOEIC 800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어학실력을 보유한 자

  - 이와 동등한 수준의 기타시험 성적을 보유한 자

  ※ 외국어성적 제출은 권장사항이며, 공인어학성적표가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외국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가 ‘서류전형’에 통과할 경우, 면접전형을 통해 어학능력 심사

7 전형 절차 / 선발기준

□ 전형 절차

  - 입학전형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최종 합격자가 선정 됩니다.

1차 2차
합격자발표

서류심사 면접심사

  ※ 중국대학원에서 정한 최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모집정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심사

  - 심사요소

   ‧ 중국대학원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최소 학업능력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 중국어와 영어에서 최소한의 어학능력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 중국 및 중국 내 비즈니스 관련한 충분한 관심과 학업계획‧동기를 보유하였는지 여부

   ‧ 중국협력대학 파견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여부(주간과정 지원자의 경우 특히 유의)

  - 면접유형: 면접심사 참가자 수에 따라 결정: 多대多 or 多대一

  - 면접장소: 추후 별도 공지

    ※ 세부사항은 서류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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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형 일정 / 접수방법

□ 전형 일정(2 Round)

일정 기간 비고

원서 접수 2021. 6. 7.(월) ~ 6. 20.(일) 23:59까지 온라인 접수(www.uwayapply.com)

면접 심사 6. 26.(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안내

합격자 발표 7. 2.(금) 홈페이지 공고

예치금 납부 7. 5.(월) ~ 7. 9.(금) 16:00까지

등록금 납부 7. 19.(월) ~ 7. 23.(금)

※ 예치금 납부는 본 등록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반드시 위 기간에 예치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된 예치금은 신입학 등록금에서 차감되며, 미납 시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지원 방법

  ① 1단계(온라인 접수) http://uwayapply.com

  ② 2단계(서류 제출) 아래 ‘제출 서류’ 중 서류(인쇄본)를 준비하여 아래 주소로 우편발송

    - (우편번호: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국제관 중국대학원행정실(90343호)

9 제출서류

구분 종류 작성/발급언어 설명 수량 형태 제출방법

필수

입학원서 한국어
UWAY에 직접 온라인 입력/등록 - - 온라인

UWAY에 직접 입력/등록한 입학지원서의 출력본 1 원본

오프라인
(우편)

이력서 영어/중국어
이력서(자유양식)

 ※ 영어/중국어 중 택1
1 원본

학업계획서 영어/중국어

학업계획서(지정양식)
 ※ 영어/중국어 중 택1
 ※ 총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주간과정/주말과정의 학업계획서 양식이 다르니 작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원본

학위증명서
(학위취득

예정증명서)
영어/중국어

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예정증명서
 ※ 영어/중국어 중 택1
 ※ 석‧박사 학위소지자: 해당 학위증명서도 함께 제출
 ※ 국내대학 졸업자: 반드시 학위등록번호가 표기된 학위증서 제출
 ※ (중국外)해외대학졸업자: 해당대학 위치한 국가의 대한민국 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등)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필수
 ※ 중국대학졸업자: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모두 제출
                   (공증 필수, 영사확인 불필요)

1 원본

성적증명서 영어/중국어

학사과정 全학년 성적증명서
 ※ 영어/중국어 중 택1
 ※ 편입자: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 석‧박사학위 소지자: 해당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 (중국外)해외대학졸업자: 해당대학 위치한 국가의 대한민국 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등)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필수
 ※ 중국대학졸업자: 공증 및 영사확인 모두 필요

1 원본

사진 - 증명사진 or 여권사진 3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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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중국대학원행정실로 연락하여 별도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Online 입학원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특정한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서류준비에 있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구분 종류 작성/발급언어 설명 수량 형태 제출방법

선택

연구조교장학생 
신청서

영어/중국어
주간과정 지원자 중 

연구조교(RA) 장학금 신청 희망자(지정양식)
※ 영어/중국어 중 택1

1 원본

오프라인
(우편)

공인어학성적
증명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HSK/TOEIC/IELTS/TOEFL 등
※ 한국어/영어/중국어 중 택1

1 원본

재직‧경력증명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직장경험이 있거나 재직자의 경우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한국어/영어/중국어 중 택1

1 원본

기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수상, 표창, 자격증, 대외활동 등 지원자가 
입학심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기타 서류

※ 한국어/영어/중국어 중 택1
각1

원본
or

사본

해당자

학력조회동의서 영어
해외 대학(원) 졸업자(지정양식)

※ 아래 ①에 해당
※ 녹색으로 표기된 부분에 해당정보 기재 후 제출

1 원본

오프라인
(우편)

학력조회의뢰서 영어
해외 대학(원) 졸업자(지정양식)

※ 아래 ①에 해당
※ 문서 상단 표(녹색 표시)에 해당정보 기재 후 제출

1 원본

중국학위증명서
(认证报告)

영어/중국어
해외 대학(원) 중국소재대학 졸업자

※ 아래 ②에 해당, 영어/중국어 중 택1
1 원본

외국인전형
확인서류

한국어/
영어/
중국어

외국인전형(정원 外) 지원자
※ 아래 ③에 해당

1
원본/
사본

군복무자 한국어 ‘군복무 중 진학허가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1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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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 추가제출 서류

  ① (중국外)해외 대학 졸업자: 학력조회동의서 및 의뢰서(양식) 출력/서명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제출 전 UNESCO IAU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의 World Higher Education 
Database (WHED)를 확인하여 본인의 학위취득 대학(원)의 해당 리스트 등재 여부를 확인: 
https://www.whed.net/

     ※ 입학원서 및 학력조회 관련 지정양식에 출신대학의 “공식명칭”을 “영어로” 기재해야 함
     ※ 학위증명서, 해당대학 위치한 국가의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

스티유 필수
     - 만약, 학위취득 대학이 상기 온라인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명칭이 다른 경우 반드시 해

당 국가의 주한 영사(대사)가 발급한 정식 학위수여기관임을 증명서류 제출
  ② 중국소재 대학 졸업자: 아래 ⒜, ⒝ 서류 중 1가지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Verification Report of China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 홈페이지: http://www.chsi.com.cn/xlrz/ (学历网上查询)

       - 학위조회 결과를 출력하여 서류 하단에 报告编号 기재 후 제출

    ⒝ China Academic Degree & Graduation Education Information: CREDENTIALS REPORT

       ◇ 홈페이지: http://www.cdgdc.edu.cn 

       - 학위조회 결과를 출력하여 제출

     ※ 중국소재 대학 졸업자: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모두 제출(공증 필수, 영사확인 불필요)

  ③ 외국인(정원 外) 전형 확인 서류: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각 지원 자격에 따른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 추가제출서류

부(父)ㆍ모(母)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① 지원자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② 지원자 부(父), 모(母)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③ 지원자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서류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공증 되어야 함
  ※ 중국국적자의 경우: 호구부와 친족관계증명서 공증본 모두 제출(영사확인 불필요) 
  ※ 부모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정부기관 발급 서류 제출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외국에서 이수한 외국인

① 지원자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② 외국에서 이수한 초, 중, 고, 대학 전 교육과정의 이수증명서
  ※ 전 교육과정 이수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인증제출 필수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외국에서 이수한 
한국인(재외국민)

① 지원자의 여권 사본
② 현지공관에서 발행한 재외국민확인서
③ 외국에서 이수한 초, 중, 고, 대학 전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 전 교육과정 이수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인증제출 필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새터민

① 지원자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함(단, 발급기관장의 확인(낙인)을 받은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제출 서류 중 공증(정부기관발급). 아포스티유/영사인증 등 대상 서류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 요망

  - 졸업(학위수여) 예정자격으로 합격한 수험생은 반드시 2021. 8. 27.(금)까지 졸업(학위수여) 증명서와 성적증

명서를 제출해야 함(미제출시 최종 불합격 및 입학취소처리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과 열람이 불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복사본 등을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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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학금

□ 장학금 개요

과정 장학금 금액 선발인원 장학수혜비율 지급기간 선발주기

주간과정

입학성적우수

수업료의 20~50%
입학 및 재학 

인원의
20% 이내 재학 인원의

약 50%

1개 학기

첫 학기

연구조교(R.A) 매 학기

학업지원/성적우수 매 학기

주말과정
입학성적우수

수업료의 20~50%
입학 및 재학 

인원의
20% 이내

1개 학기
첫 학기

성적우수 매 학기

※ 장학생 선발 인원 및 금액은 지원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 제공을 위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발절차‧기준

  ① 주간과정 대상 장학금

    (a) 연구조교(RA): 신청자에 한해 학사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입학서류 제출 시 연구조교(RA) 장학금 신청서 함께 제출(지정양식)

    ※ 연구조교(RA)의 역할: RA장학생으로 선정되는 경우 중국대학원 소속 교원과 매칭되어 1개 학기(약160시간) 

동안 아래 역할을 수행해야 함

        [활동내용]

        •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지원: 수업자료준비, 수업운영지원, 특별 프로그램 등

        • 연구지원: 연구 자료조사, 취합, 등 교원의 활동과 관련한 업무

        • 정착지원: 외국인 교원의 교내 정착 관련 업무 지원(외국인교원 限)

    (b) 입학성적우수: 입학전형 우수자에 대해 학사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c) 학업지원: 학기 중 별도 서류 접수 후 학사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d) 성적우수: 학기 중 별도 신청 접수 후 직전학기 및 기타 심사를 통해 선정

  ② 주말과정 대상 장학금

    (a) 입학성적우수: 입학전형 우수자에 대해 학사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b) 성적우수: 학사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11 유의사항

□ 입학취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납부한 일체 비용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① 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② 학위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증명서에 기재 된 기한 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 군복무자의 지원

  - 현재 군복무자가 지원하는 경우 입학 이전 전역예정자여야 하며, 소속 부대장이나 관할기관이 발행

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취학승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역일이 입학일 이후인 경우에

는 입학 불가)

  - 직업군인의 경우 소속부대장이나 관할 기관의 ‘군복무 중 진학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 합격자는 등록 후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을 위해 재정보증서(본교 소정양식), 예금잔고증명서

(본인이나 부모 명의, 20,000 USD 이상, 등록 후 1개월 이상 은행 예치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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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대학(원) 출신 지원자의 학력조회 협조

  - 본교에서 학력조회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

지 않을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 소재 대학(원) 출신자의 경우 대학(원)이 해당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경우에만 본교에 지원가능

    ※ 입학/졸업 후라도 해당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입학 및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와 전형료(application/process fee)는 지원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서류 제출 마

감일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서류(인쇄/출력본) 제출이 정상적으로 도착하여 접수 되었는지는 중국대학원에서 별도로 확인 해 드리

지 않으니, 서류 발송 시 배송추적이 가능한 ‘등기’로 발송하시기를 권장합니다.

12 주소 / 연락처

구분 내용

주소 서울특별시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국제관 중국대학원(90343호)

전화번호 02-740-1542~5

팩스 02-740-1540

이메일 skkgsc@skku.edu

홈페이지 http://gsc.skku.edu

업무시간
학기 중

주간

월-목
09:00-12:00
13:00-17:30

금
09:00-12:00
13:00-17:30
18:30-21:30

주말 토,일
09:00-12:00
13:00-17:30

여름/겨울 학기(방학 중) 주간 월-금
09:00-12:00
13:00-17:30

13 지정양식

구분 한글명 설명 비고

필수

입학원서 UWAY 온라인 접수 후 출력 UWAY 지정서식

학업계획서
주간과정(BLP) 지원하는 과정에 따라 

별도 학업계획서 작성/제출
본교 지정서식

주말과정(W-BLP)

선택 연구조교장학생 신청서

해당자 학력조회동의서 / 학력조회의뢰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검색창에서 ‘skkugsc’ 검색)

                                               Homepage: gsc.skku.edu     Blog: blog.naver.com/skkgsc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SKK Graduate School of China)

TEL: 02-740-1542~5

E-mail: skkgsc@skku.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