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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Basic
For the Future 
국립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는 1952년 설립된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일한 국립종합대학입니다. 

13개 단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 10개의 대학원, 그리고 많은 부속시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37개 국가 980명의 유학생을 포함하여 

약 12,2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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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디지털도서관은 1,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열람석과 130만여  

권의 도서와 학술자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룹 스터디룸·개인 캐럴·미디어 라운

지·유니버설 라운지 등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첨단 도서관입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1910년 자혜의원으로 시작하여 약 100여 년간 제주지역의 공공 

의료를 책임져 왔습니다. 지난 2001년 국립대학병원으로 개원한 이래 제주지역 

유일의 국립대학병원으로서 교육, 연구, 진료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진리, 정의, 창조라는 제주대학교 건학이념 아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위한 전문적인 법학 교육을 제공 

합니다. ‘국제법무’를 특성화 분야로 삼고 시대적 흐름에 걸맞은 전문적이고 실천

적인 법률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국 대학 중 최고 수준의 유·무선 통합 커뮤니케이션 구축

● 정부 지원 그린캠퍼스 선정

세계적 수준의 교육환경
제주대학교는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해외 유수의 

대학과의 국제학술교류 및 다양한 세계화 프로그램을 추진해왔습니다. 

나아가 변화와 흐름을 능동적으로 읽고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인재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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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의 
역사, 

제주대학교병원

시대를 앞서가는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쉬고 즐기는 공간, 

최첨단 
중앙디지털도서관

혁신적 수업환경, 

스마트 
그린캠퍼스



지구촌 인재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글로벌 중심대학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2017-2018)

● 중도탈락률, 재정건전성, 의료보험 가입률, 유학생 숙소제공 비율, 한국어능력 비율 

평가지표를 고루 충족

● 성공적인 한국 유학생활 지원을 통한 우수 인재 육성 및 유학생 관리 강화

● 우수한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고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해외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 

확대

제주대학교는 45개국 279개 대학 26개 기관과 학술교류 및 학생교류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해외 자매대학과 학생교류프로그램(교류수학, 국제여름학교, 

단기한국어한국문화연수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열린 대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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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1~2급/자체개발교재 사용), 중급(3~4급), 고급(5~6급)과정으로 운영되며, 수강 반은 레벨 테스트   

  결과에 따라 급수별 편성 운영

● 반별 학생수: 15~20명

● 학기중 200시간 종료 후 시험결과에 따라 수강 반 재편성

● 수료기준: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 평균 60점 이상 취득 및 

                모든 평가 과목에 과락(40점 이하)이 없을 시(단, 1급은 말하기 과목만 과락 적용) 

연수생과 유학생은 유학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입학 후에 단체가입 안내

학업성적 우수자 및 말하기 대회 수상자에 대한 소정의 장학금 지급

01 모집시기 및 연수기간

02  교육과정

03  의무사항

04  한국어과정 연수생에 대한 특혜

05  단기 한국어 한국문화연수 프로그램 별도 운영

구분 지원시기 연수기간 수업료(원) 전형방법 전형료(원)

정규
봄학기(400시간) 12월 3월~7월

2,400,000

서류 50,000
가을학기(400시간) 6월 9월~이듬해 1월

특별
여름반(200시간) 5월 6월~8월

1,200,000
겨울반(200시간) 11월 12월~이듬해 2월

* 특별반인 경우 동일 급수 10명 이상 신청에 한하여 개설됨

* 200시간 당 한 개 레벨 이수

한국어과정은 포괄적인 의사 소통 기술 습득에 초점을 맞추어 20주 동안 진행되며, 매 학기 학생들은 레벨 테스트에 

따라 1에서 6까지의 각 레벨에 배정됩니다. 강의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교사가 다양한 시청각 교육을 제공하며,  

한국어 강좌 이외에도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과정
한국어과정 연수 & 학부 및 대학원 입학 안내

초급
-

중급
-

고급

15~20명
80%이상

출석
200시간 후
반 재편성

60점 이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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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향한 첫걸음,
제주대학교에서 시작하세요

Make  

t he  who l e  wo r l d  

y ou r  s t age

제주대학교 국제교류본부는 외국인 입학 특별전형을 운영하여 학부 및 대학원, 

한국어과정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지원합니다.

 +82 64-754-2199      intl6@jejunu.ac.kr



학위과정

01  모집시기 

02  지원 자격 등

구분 지원자격 전형방법 수업료(1학기)

학부(신입학) ● 고등학교 졸업자
● TOPIK 3급이상

서류심사

면접

● 인문·사회계열: 1,858,000원
● 이학·체육계열: 2,279,000원
● 공학·예능계열: 2,476,000원
● 의학계열

   -수의예과: 2,435,000원

   -수의학과: 2,956,000원

학부(편입학) ● 4년제대학 2년 수료자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TOPIK 3급이상

서류심사

면접

대학원(석·박사) ●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 전공분야 수학능력자

서류심사 ● 인문·사회계열: 2,456,000원
● 이학·체육계열: 2,978,000원
● 공학·예능계열: 3,224,000원
● 의학계열: 4,114,000원 

지원자격  위 지원자격을 갖춘 외국인(부모 모두가 외국인)

※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한중과, 한일과 3개학과로 운영, 별도의 모집계획에 의거 학생을 모집하며,   

                        졸업시 통번역학 석사학위 수여

학부 및 대학원 과정
03  모집학과

대학 개설학과 또는 전공

인문 국어국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1차), 독일학과, 사학과, 사회학과, 철학과

사회과학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언론홍보학과

경상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1차), 관광경영학과(1차), 관광개발학과(1차)

생명자원
과학

생물산업학부(식물자원환경전공, 원예환경전공), 생명공학부(바이오소재전공, 분자생명공학전공, 
동물생명공학전공), 산업응용경제학과

해양과학 해양생명과학과, 수산생명의학과, 지구해양과학과, 해양산업경찰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과, 
토목공학과

자연과학 물리학과, 생물학과, 화학코스메틱스학부(화학전공, 코스메틱스전공),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생활환경복지학부(아동·생활복지전공, 주거·가족복지전공), 수학과, 전산통계학과(전기), 
체육학부(체육과학전공, 레저스포츠전공)

공과 식품생명공학과,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통신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5년))

간호 간호학과

수의과 수의예과(전기 1차), 수의학과(전기 1차)

예술
디자인

음악학부(작곡전공, 성악전공,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전기), 미술학부(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 
전공), 산업디자인학부(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문화조형디자인전공)(전기)

계열 학과 또는 전공

인문사회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1차),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독일학과, 사회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관광경영학과, 관광개발학과, 경영정보학과(1차), 농업경제학과, 
사학과, 철학과, 언론홍보학과, 교육학과, 어문교육학부(국어교육전공), 어문교육학부(영어교육전공), 
어문교육학부(초등영어교육전공), 사회교육학부(지리교육전공), 사회교육학부(초등사회과교육전공), 
도덕윤리교육학부(윤리교육전공), 도덕윤리교육학부(초등도덕교육전공), 법학과

자연과학 농학과, 원예학과, 어업학과, 지구해양과학과, 생물학과, 화학과, 수학과, 전산통계학과, 식품영양학과, 
생활환경복지학과, 패션의류학과, 과학교육학부(물리교육전공), 과학교육학부(생물교육전공), 
과학교육학부(컴퓨터교육전공), 과학교육학부(초등과학교육전공), 과학교육학부(초등실과교육전공), 
간호학과(전기 1차), 해양생명과학과, 의생명·신약개발학과, 동물생명공학과, 생명공학과, 
바이오소재공학과, 융합교육소프트웨어학과, 수산생명의학과

공학 식품공학과, 전파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공학과(1차), 환경공학과, 토목해양공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풍력공학부(풍력기계시스템전공, 풍력전기·제어시스템전공, 
풍력해양·토목공학전공）

이공 에너지응용시스템학부(물리학전공, 기계공학전공, 에너지화학공학전공,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예체능 체육학과, 음악학과, 미술학과

의학 수의학과, 의학과

학과 간 
협동 과정

의공학, 한국학, 해양기상학, 풍력특성화협동과정, 금융정보학과, 차세대융복합과학기술과정, 
시각융합디자인학(전기), 공업융합디자인학(전기)

전기

후기

1차 2차

2차1차

10월 첫째 주 11월 첫째 주

5월 첫째 주4월 첫째 주

3월 입학

9월 입학

제주대학교는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동북아 거점대학으로서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첨단 디지털 캠퍼스를 조성

하고 교육환경의 첨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가 공부하기 좋은 대학으로 폭 넓은 장학제도 및    

졸업 후 진로 가이드 등 학생 중심의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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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64-754-8244      intl@jejunu.ac.kr 학부

대학원



제출서류 
http://intl.jejunu.ac.kr 참조

연번
No.

구분
Course

제출서류
Required Document한국어과정

Korean 
Language

학부
Undergraduate 대학원

Graduate 
Course신입학

New
편입학

Transfer

1 ○ ○ ○ ○
입학지원서

Application Form

2 ○ ○ ○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Personal Introduction & Study Plan

3 ○ ○
고등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Highschool/College/University Graduation Certificate

4 ○ ○
고등학교 이상 성적증명서

Highschool/College/University Academic Transcript

5 ○ ○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College/University Graduation Certificate

6 ○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College/University Academic Transcript

7 ○ ○ ○ ○
부모의 여권사본 또는 시민권 사본

Copies of Parents' Passports or ID cards

8 ○ ○ ○ ○
가족관계증명서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9 ● ● ● ●
부모 사망, 이혼 또는 재혼 증명서 *해당자

Proof of death, divorce or remarriage *If applicable

10 ○ ○ ○ ○
본인 여권 사본

Applicant's Passport Copy

11 ● ● ● ●
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 체류자

Applicant's Alien Registration Card Copy *If resident in South Korea

12 ○ ○ ○ ○

재정지원확인서 *재정능력입증서류 첨부(학부 $18,000USD, 한국어 

$10,000USD 상당)

Financial Support Confirmation *Attach a financial statement 
(Undergraduate $18,000USD, Korean Language $10,000USD)

13 ○ ○ ○
언어능력입증서류

Proof of Language Proficiency

14 ● ● ●
포트폴리오 *산업디자인학부, 미술학부 지원자

Portfolio *Applicants for Faculty of Industrial Design and Faculty of Arts

15 ○ ○ ○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Proof of Health Insurance

16 ○
출신대학 교수 추천서

Recommendation from a professor of previous university

○ 반드시 제출 MUST SUBMIT    ● 해당자만 제출 MUST SUBMIT IF APPLICABLE

구분 식비단가(1식) 산출내역 금액(원)

평일만: 주10식
(월~금: 조·석식)

학기중 3,600원 3,600원×10식×16주 576,000

방학중 3,600원 3,600원×10식×8주 288,000

합계 864,000

평일 및 주말 포함: 주16식
(월 ~ 금: 조·석식, 토: 조·중·석식)

학기중 3,600원 3,600원×16식×16주 921,200

방학중 3,600원 3,600원×16식×10주 576,000

합계 1,497,200

*위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숙사비단가(1박) 1학기 비용(예상)

학기중 방학중
학기중

(1학기, 120일기준)

방학

(60일기준)

2호관

A동 1인실 욕실샤워실공용 7,900 8,900 948,000 534,000 

A동 2인실 4,930 5,930 591,600 355,800 

B동 2인실 욕실샤워실공용 4,150 5,150 498,000 309,000 

3호관
A동

1인실 욕실샤워실공용 7,900 8,900 948,000 534,000 

2인실 욕실샤워실공용 4,150 5,150 498,000 309,000 

3인실 욕실샤워실공용 3,800 4,800 456,000 288,000 

B동 2인실 욕실샤워실공용 4,150 5,150 498,000 309,000 

4호관 2인실 5,410 6,410 649,200 384,600 

5호관 2인실 5,770 6,770 692,400 406,200

6호관
1인실 10,180 11,180 1,221,600  670,800 

2인실 6,000 7,000 720,000 420,000

* 위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학생생활관

시설 및 사용료

식비(선택사항)

http://dormitory.jejunu.ac.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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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장학제도 학부과정 진학 후 일정한 성적 이상을 취득한 경우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유학생활 지원 프로그램

구분 장학금 종류 장학금 지급기준

신·편입생 유학생 E급 장학
(수업료 20% 면제)

신입생: TOPIK 3급 이상 소지자

편입생: TOPIK 4급 이상 소지자

재학생 유학생 A급 장학
(등록금 전액 면제)

TOPIK 5급 이상을 소지하고 전 학기 학부성적 3.4/4.3 

이상자 중 외국인 학부생의 8% <전액 면제>(성적순)

유학생 E급 장학
(수업료 20% 면제)

입학 후 2학기 이내: TOPIK 3급 이상 소지하고 

                             직전학기 성적 2.7/4.3 이상인 자

입학 후 3학기 이후: TOPIK 4급 이상 소지하고 

                             직전학기 성적 2.7/4.3 이상인 자

TOPIK 우수 장학 재학 중 TOPIK 4급 이상 취득할 경우 소정의 격려 장학금 

지원(현재보다 상위 급수 취득 시)

TOPIK 4급: 100,000원

TOPIK 5급: 200,000원

TOPIK 6급: 300,000원

건강증진센터

유학생지원실 

운영

유학생 
시간제취업 

활동

● 진료 및 투약을 동시에 실시하며 추가 비용부담 없음

● 건강상담, 건강검진, 진료 및 제주대학교 병원과 연계한 2차 진료

  (진료비의 20% 할인)

● 유학생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유학생 관련 업무를 지원

● 영어·중국어·일본어로 유학생 애로사항 상담

대상 

● 6개월 이상 수학한 어학연수생(D-4)과 학위과정생 및 교환학생(D-2) 

허용 범위 

● 학부 1~2학년인 경우 TOPIK 3급, 학부 3~4학년 & 석·박사과정인 경우 

  TOPIK 4급을 소지할 때 주당 20시간 이내(석·박사과정 유학생 30시간 이내)

  *TOPIK이 없을 경우에는 학부는 10시간(석·박사는 15시간)

  *한국어과정 TOPIK 2급을 소지할 경우 20시간, TOPIK이 없을 경우 10시간  

● 공휴일 및 방학기간: 시간제한 없음. 한국어과정은 학기 중과 동일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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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과정(아라뮤즈홀 3층)

Tel +82 64-754-2199  Fax +82 64-754-8247  E-mail intl6@jejunu.ac.kr

학부과정 및 대학원과정(아라뮤즈홀 2층)

Tel +82 64-754-8244  Fax +82 64-702-0563  E-mail intl@jejunu.ac.kr

홈페이지

제주대학교 http://www.jejunu.ac.kr

국제교류본부 http://intl.jejunu.ac.kr

학생생활관 http://dormitory.jejunu.ac.kr

찾아오시는 길

공항 → 제주대학교

버스 _ 365, 455, 3003(심야), 소요시간 약 1시간

택시 _ 소요시간 약 30분

시청 → 제주대학교

버스 _ 341, 342, 352, 355, 360, 365, 446, 447, 455, 3003(심야)  
          소요시간 약 35분

택시 _ 소요시간 약 20분

제주공항

신제주

연북로

연삼로

아라동

법원 ●

●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

시청 ●

↑
중앙로

↑
서귀포

노형 →

한림 →← 화북

← 조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