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국제학과 교과목 수강신청 및 이수 안내

* 2018-1 주요 학사 일정

주요 일정

시작일

마감일

수강신청

2.12(월) 09:00

2.14(수) 17:00

수강신청 변경기간

3.5(월) 09:00

3.9(금) 17:00

신입생 학생증 신청

2.12(수) 09:00

2.21(수) 16:00

인턴십 과목 신청

겨울 방학 중

2.26 (월) 17:00

재학생 정규 등록

2.21(수) 09:00

2.27(화) 16:00

비고
http://sugang.ewha.ac.kr (IS311은 서면 신청)
강의 계획서는 포털 유레카 및 이화홈페이지-

전기 졸업식

2.26(월) 14:00(본부)/ 3:30 (GSIS)

1학기 휴학신청

2017.12.18.(월)

5.29(화)

1학기 복학신청

2.1.(목)

2.28(수) 17:00

1학기 개강, 종강

3. 2(금)

6.21(목)

연구윤리

방학중

5.31(수)

3.2(금)

3.14(수) 15:00

수강신청서식 제출

2.12(월) 09:00

3. 6(화) 15:00

수강철회기간

3.26 (월) 09:00

3.30(금) 17:00

중간고사

4.16(월)

4.20(금)*

영어성적 제출

3. 2(금)

5.29(화)

석사논문작성자
관련서류제출

학사안내-강의시간표/강의계획안 메뉴에서 확인
온라인 사전신청 후 신한은행 방문, 학과 홈페이지
참조
P.2, 참조. 관련문의: gcmc@ewha.ac.kr
신청서: Internship_proposal_GDIS_2017
포털 유레카에서 등록금 영수증 출력 및 신한은행
계좌로 납부. 학과 홈페이지 참조
학과 홈페이지 참조
휴학:포털 유레카에서 신청 후 서류제출.
복학: 포털 유레카에서 신청(서류제출 없음)
입학후 휴학신청: 3.1.(목)부터 가능. 학과 홈페이지

참조
DGLS 개강일은 추후 안내 예정, 3월 2일에는
수업없음
(논문 제출자 필수) 6p. 참조
학과 홈페이지에 상세 정보 게시 예정
학점교환, 학점인정, 전문분야실습, 개별과제,
트랙변경, 전공변경 등의 신청 – 학과 조교에게 제출
포털 유레카에서 신청
(변경 가능) 각 수업의 강의계획서 참조
학과 조교에게 제출 (석사 졸업필수, 박사 논문 심사
자격에 필수요건)
(2016년 7월 1일 이후 응시성적만 제출 가능)
대상: (석사) 3학기 이수자 중, 35학점 이상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 (박사) 3학기 36학점 이상 이수

석사 종합시험

6월말

7월초

예정자
석사 논문작성자는 합격 후 논문세미나 수강가능
(졸업필수). 서식: [GSIS 7-1-1-A]

석사 트랙 신청

6월말

7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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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3학기 이수 예정자 (졸업필수).
서식: [GSIS 7-1-1-B] 지도교수와 사전 상의 후 결정

21C program
certificate 신청
학점이전신청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신청

6월말

7월초

대상: 이번 학기 졸업예정자 (선택).
서식: [GSIS11-2]
입학 전 타대학원에서 받은 B- 이상 학점에 한함.

입학 후 1학기 이내 신청

총 9학점까지 가능. 서식: [GSIS4-5]

입학 후 1학기 이내 신청

서식: [GSIS 9-17]



GSIS 홈페이지: http://gsis.ewha.ac.kr/



각종 신청서는 GSIS 홈페이지 – Students – Students life & Facilities – Form 참조
(구 학과 홈페이지 : http://gdis.ewha.ac.kr/ - BBS – Form 참조 >> 3월1일 이후 국제대학원 신규
페이지로 통합예정 )



문의 전화 : 02) 3277-6612 이메일 : gdis@ewha.ac.kr

Ⅰ. 교과목 수강신청
1. 교과목 수강신청 일정
가. 수강신청기간: 2018. 2.12 (월) 09:00 ~ 2.14 (수) 17:00 (http://sugang.ewha.ac.kr)
나. 강의계획서 확인: 포털 유레카 – 학사 – 교과 – 강의시간표/ 계획서 조회
다.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 2018. 3. 5 (월) 09:00 ~ 3. 9 (금) 17:00
라. 수강신청 관련 서식 제출 기간 : 2018. 2. 12 (월) ~ 3. 6 (화) 15:00, 해당 신청서 작성 후
국제학과 조교 (국제교육관 1102호 국제대학원 행정실)에게 제출 (학점교환, 학점인정,
전문분야 실습, 개별과제, 트랙, 전공 등의 변경 및 신청 등).
*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본인 서명, 지도교수 서명 등이 누락되면 신청서 접수가 안 됨을 유의.

마. 수강철회기간: 2018. 3. 26(월) 09:00 ~ 3. 30(금) 17:00 (포털 유레카에서 신청)
바. 바. 참고사항
※

(석사필수) IS311 Academic Writing Practicum 수강신청: 3, 4학기 학생을 우선 선발/
여석이 있을 시 신청서를 먼저 신청한 순으로 선발.
온라인 수강신청은 불가하며, 신청서를 학과조교에게 2018. 2. 12 (월) ~ 3. 6 (화) 15:00
안으로 제출해야 함. (이메일 제출 가능하나 본인 서명을 필히 첨부해야 함).
- 신청서 : [GSIS 4-1] Application Form for Adding Extra Credits for Professional
course

※

(석사필수) IS317 Practicum in effective presentation 과 IS312 Global Career
Management Workshop은 둘 중 1과목을 이수해야 함.

※

(인턴십_Short term internship은 석사필수) 이번 학기 인턴십 학점 이수를 원하는 학생은
2.26(월)까지 제안서(Internship proposal)를 GCMC (1102호) 로 접수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는 인턴십담당교수님의 심사를 통해 3월 5일(월)에 승인 여부가 결정됨. (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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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이메일로 안내함). 제안서의 승인을 받은 학생만 해당 교과목 학점인정을 위한
수강신청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함.
인턴십 관련 문의는 GCMC (gcmc@ewha.ac.kr / 02) 3277-4350)로 문의.

2. 교과목 수강신청 절차
가. 수료에 필요한 교과목의 이수 및 타학과 교과목, 학점교환 교과목, 학부연계 교과목,
보충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함.
나.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Internet(Web)으로 가능함
⑴

인터넷 수강신청

-

URL: http://sugang.ewha.ac.kr

-

로그인: 학번과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버튼 클릭

-

신입생의 최초 패스워드는 생년월일 6자리이며, 추후 본인이 변경
(변경: 이화홈페이지→유레카→개인정보변경→비밀번호변경)

⑵ 수강신청 메뉴안내
-

수강신청입력: 학수번호와 분반을 입력한 후 입력 버튼을 누르면 수강신청이 됨.
학수번호와 분반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교과목을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누르면 수강신청이 취소됨

-

교과목조회: 조회할 대학원과 학과/전공 혹은 과목명을 선택하면 강의시간, 요일,
담당교수명 등을 검색할 수 있음

-

종료: 수강신청 후에는 반드시 창의 왼쪽에 있는 종료 버튼을 클릭하여야 함

다. 수강신청 결과 확인: 수강신청기간 이후 수강신청 결과는 이화홈페이지→유레카→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사→수강→“수강신청내역조회”에서 가능함
3. 교과목 수강신청 유의사항
가.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 학점수: 정규등록생으로서 각 학위과정(석사, 박사 및 통합과정)의
학생은 12학점(보충과목 수강시에는 15학점)까지 가능함. 국제학과 Professional
Training courses를 수강하는 경우 정규 12학점 이외에 1학점짜리 과목을 최대
3학점까지 추가 수강 가능함 [양식 4-1 사용].
나.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1/2이상을 소속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함
다. 2014학년도 대학원 신입생부터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가 필수임(논문제출자 필수)
라. 개설되는 교과목의 교과목 소개 및 강의계획안은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강의시간표/강의계획안에서 확인할 수 있음
마. 석사·박사·통합과정에서 이수한 모든 교과목 중에 동일교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수료사정시 한번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즉,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석사학위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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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이수할 시에는 해당 교과목의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수로 인정되지 않음(동일교과목: ①학수번호가 같은 교과목, ② 동일한 이름의
교과목, ③ 교과목명이 유사한 과목 중 교과목 설명이 같은 교과목)
바. 교과목의 폐강여부, 담당교수, 강의시간 및 교실은 각 학과 홈페이지 혹은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강의시간표/강의계획안이나 학과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Ⅱ. 교과목 이수
1.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
가. 석사학위과정
- 국제학과(41학점): 수료에 필요한 학점(필수과목 포함 38학점)+논문세미나(Z0001,
3학점) 혹은 추가3학점 취득
나. 박사학위과정
-

2015학년도까지의 입학생: 수료에 필요한 학점(전공 60학점(석사과정에서 인정된
전공학점 포함) + 논문세미나(Z0002, Z0003)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수료에 필요한 학점(전공 36학점)+ 논문세미나(Z0002,
Z0003)

다. 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전공 60학점 + 보충학점(해당자)) + 논문세미나(Z0002, Z0003)
2. 논문세미나 이수(논문세미나는 논문지도 또는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이 수강하여야
하는 과목임)
가. 석사학위과정(Z0001), 통합과정(Z0002, Z0003))의 논문세미나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음
나. 박사학위과정의 논문세미나I (Z0002): 박사학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는 학기부터 수강신청할 수 있음. 단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논문세미나I(Z0002) 이수를 인정하지 않음
다. 박사학위과정의 논문세미나II (Z0003): 논문세미나1(Z0002)를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음.
라. 수료하지 않은 석사학위과정의 4학기 이상(박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학생은 반드시
본인이 Sugang website에서 직접 논문세미나를 수강신청 하여야 함
마. 논문등록금을 납부한 수료생의 경우, 논문세미나는 일괄적으로 자동 수강신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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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논문세미나 학수번호
석사학위과정: Z0001
박사학위과정 논문계획서 심사: Z0002
박사학위과정 논문 중간심사, 최종심사: Z0003
※ 박사 및 통합과정의 경우 논문 1차(Z0002)를 이수(S: 합격)하여야만 논문
2차(Z0003)를 신청하고 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수료 후에는 논문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은 논문세미나 수강ㆍ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음
3. 학점교환 교과목 이수
가. 수강신청: 학점교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류대학의 국제대학원 사이트에서
개설 교과목을 확인하고, 수업 첫 시간에 참여하여 국제대학원 양식 4-2에 강의 담당
교수의 승인 및 서명을 받음  양식 4-2와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안을 지도교수님에게
보여드리고 승인서명을 받음  학과에 제출 (3월 6일(화) 오전 15시 이전까지) 승인된
명단은 행정실에서 각 교류 국제대학원으로 송부
나. 국제대학원 교환대학 명단
1) Kyung Hee University GSP
2) Korea University GSIS
3) Sogang University GSIS
4) Seoul University GSIS
5) Yonsei University GSIS
6) Chung Ang University GSIS
7)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SIAS
8) Hanyang University GSIS
9)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4. 본교 일반대학원 및 타 전문대학원 교과목 수강
가. 본교 일반대학원 및 타 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점교환 교과목을 수강 가능함
나. 본교의 교육대학원을 포함한 특수대학원의 교과목은 이수 불가능함.
다. 절차: 본교 수강신청 페이지를 통해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국제학과 양식 4-3, 한국학과
4-4 양식을 3월 6일(화) 15:00 이전까지 학과로 제출하여 졸업학점 인정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5. 학사학위과정 4학년 전공교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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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강신청 페이지를 통해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3학기까지
이수가능)의 학생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통해 승인 받은 후 양식을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하여 졸업학점 인정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국제학과 양식 4-3, 한국학과 양식 4-4)
나. 본교 수강신청시 학부 강의시간표를 참조하여 학수번호 및 분반번호를 입력한다.
* 타 국제대학원 학점교류, 교내 일반/전문대학원 교과목, 학부 4학년전공교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학기당 6학점, 최대 9학점 이내에서 졸업학점으로 인정가능함.
* 제출기한: 3월 5일(월) 제출마감
* 졸업학점 인정여부 승인: 승인여부는 수강신청 정정 마감일에 공지됨
* 국제학과 학과장: 조영진 교수
* 전공주임교수(Major Directors) (2018년 1학기 기준)
국제통상: 이인표 교수
국제경영: Hannah Jun 교수
개발협력: Heather Willoughby교수
국제관계: Jennifer Sejin Oh 교수
21St Century Program: Alex J. Kim 교수
한국학과 한국문화/한국어교육: Kyong-Mi Kwon(권경미) 한국학과장/교수
6. ‘개별과제연구’ 교과목 이수
가. 개별과제연구 교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 이내,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12학점
이내에서 각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며 학기당 3학점까지 신청 가능함
나. 개별과제연구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교 연구처/산학협력단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자로서 [양식 4-8]을 연구과제 책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3월 6일(화) 15:00 이전까지 학과에 제출하여야 함(단, 학기 중 등록과제가 취소될
경우 학점 인정이 불가함)
다. 개별과제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은 연구과제 책임교수의 지도 하에 개별연구를 진행하고
학기말에 Research Paper를 제출하여 연구과제 책임교수의 평가를 받아 성적을 취득함
라. “개별과제연구계획확인서”의 연구과제 책임교수는 교과목 담당교수에 해당하므로 학생이
연구과제 책임교수로 되어 있는 연구과제는 불가함
7. 연구윤리 이수
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종합시험 응시 이전에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2학기 이내에 이수 완료하는 것을 권장함. 논문제출예정자의 경우 필수임.
나. 이수 방법
(1) 열린e러닝사이트(http://cyberedu.ewha.ac.kr)에서 유레카 로그인-수강신청 탭에서
‘연구윤리’ 강좌 수강 신청-무료결재신청-수강대기(등록완료)-수강승인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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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완료 후 수료증 개별 출력 가능
(3) 대학원 성적 확정기간 이후 학적부에 반영
* 신입생의 경우 학번 부여 이후 수강신청 가능
* 정규학기(1학기: 3월-5월, 2학기: 9-11월) 중 수강을 원칙으로 함(단, 방학 중
수강한 학생도 직후 학기에 정규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적 부여)
※ 금학기 논문제출예정자는 3월 14(수) 논문 서류 제출 기간 전까지 연구윤리를
이수해야 함.
(4) 연구윤리 온라인 수업 구성
필수강좌인 ‘연구부정행위’를 이수하여야 학적부에 반영되며, 선택강좌는 본인의 논문
방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함
강좌명

구분

1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

필수강좌

2

데이터관리와 연구노트작성법

선택강좌

3

인간대상연구

4

인체유래물연구

5

생명윤리위원회와 연구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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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과 실험대상동물 보호

Ⅲ.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 안내
* 논문제출예정자가 아닌 교과목만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격하여야 함
1. 외국어시험 (졸업 필수요건): 석·박사, 통합과정 모두 1학기부터 학위청구논문 심사 이전까지
성적제출 가능함. 등록한 학기에만 제출가능함.
가. 영어시험: ⑴, ⑵ 중 택일
⑴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을 통한 합격 인정
㈎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이란 정규 TOEFL, TOEIC, TEPS, IELTS(일부학과 해당)를
말함
㈏ 각 학과(전공)에서 정한 합격선 이상의 성적표를 각 학과사무실에 제출함
㈐ 2018-1학기 공인된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기간: 각 학과 홈페이지 공지 참조
: 2018-1 국제학과 영어성적 제출 마감일: 2018년 5월 29일(화) 전까지 제출 요망.
※ 금학기 논문제출예정자는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으면 논문 심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제출할 것을 권장함.
㈑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의 성적표는 2년 이내에 응시한 성적표에 한하여 합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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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함
※ 2018-1학기 유효성적: 2016년 7월 1일 이후 응시성적
㈒ 공인된 어학능력시험 성적은 해당기관에 조회하며, 불일치 시 징계대상(퇴학 등
중징계 포함)이 됨.
공인시험 종류별 합격기준 점수

※

TOEFL(PBT)

TOEFL(CBT)

TOEFL(IBT)

TOEIC

TEPS

IELTS

600

250

100

900

838

7.0

⑵ 모국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국적의 학생은 대체 신청서로 대체 가능
㈎ 1) GSIS8-1(국제대학원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외국어 시험 대체
신청서(모국어))와 2) 여권사본을 영어성적 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제출.

2. 종합시험 (졸업 필수요건)
가. 응시자격: 석사학위과정 3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3학기 이상, 통합과정 6학기 이상
등록하고 각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석사: 35학점/ 박사: 36학점)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는 학기에 응시 가능
나. 시기: 6월말 (석사과정), 박사과정은 3월 중 별도 안내 예정
다. 시험과목: 박사 종합시험: 3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석사 종합시험:
-

전공 필수 및 전공 선택 과목중 B0 또는 그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과목이 3과목
이상 되어야 함.

-

종합시험 신청서 [GSIS 7-1-1-A] Application for Comprehensive Exam Screening
(GDIS_Master)를 지도교수 승인 하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함.

라. 유의사항: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이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종합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봄

3. 통합과정 자격시험 (통합과정에만 해당)
1. 응시자격: 통합과정 3학기 이상 등록하고 전공 38학점 이상, 보충학점(해당자)을 모두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는 학기부터 입학 후 4학기까지 응시 가능.
2. 시기: 6월
불합격한 학생이 석사학위수여를 원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석사학위청구논문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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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하여야 함.
4. 석사 트랙 신청 (졸업 필수요건)
가. 응시자격: 금학기 석사학위과정 3학기 이수 예정자
나. 시기: 6월말
다. 지도교수와 상담 및 승인 하에 교과목 (3학점 추가취득) track과 논문 track 중 택 1.
라. 신청서: [GSIS 7-1-1-B] Application for Master's Track_GDIS_new 제출.

5. 21st Century program certificate (선택)
가. 응시자격: 금학기 졸업예정자
나. 신청시기: 6월말
다. 지도교수 승인 하에 21st Century Program의 7개의 분야 중 1개 이상의 분야를
선택하여 최소 9학점 이상 수강해야 함.
st

라. 신청서: [GSIS11-2] Application Form for 21 Century Program Certificate
※ 분야 당, 최소 1개의 과목은 국제학과에서 개설하는 각 분야 안의 과목을
수강해야 함. 그 외 2개의 과목은 학점 교환 또는 학점 인정서 제출시 21st
과목으로 신청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학과 조교에게 문의, 학과장, 21st
Century Program Director 서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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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장에 이어서
별첨 1. 수강신청 관련 신청서 목록
내용

신청 서식

비고

전문분야실습

[GSIS4-1] Application Form for Adding Extra

IS311 Academic Writing

추가신청

Credits for Professional Training Courses

Practicum 수강 신청 외
전문분야 실습과목

학점교환

학점인정

[GSIS 4-2] Revised Application Form for

Case A, B, C 중 택

Credit Exchange 외부대학교 대학원 개설

1하여 관련 관련 서명필.

교과목 학점교환 수강 신청서 (수정)

강의계획서 사본 필첨.

[GSIS 4-3] Application Form for Credit

신청서의 case A, B, C 중

Acknowledgement (Ewha courses)

택 1하여 관련 서명필.

학점인정신청서(교내 타대학원, GSIS 내 타전공

강의계획서 사본 필첨.

등)
개별과제연구

[GSIS4-8] Application for Independent Study

P. 6 참조

개별과제연구
박사과목수강 (석사)

[GSIS4-9] Application Form for Ph.D. only
courses

전공변경

[GSIS3-1] Application Form for Change of
Major 전공변경신청서

지도교수변경

[GSIS3-5] Application Form for Change of
Academic or Thesis, Dissertation Advisor

영어 시험 대체

[GSIS8-1] (국제대학원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신청서(모국어)

외국어 시험 대체 신청서(모국어))

종합시험(석사 필수)

[GSIS 7-1-1-A] Application for

P. 7 참조
P. 7-8 참조

Comprehensive Exam Screening
(GDIS_Master)
트랙신청(석사 필수)

[GSIS 7-1-1-B] Application for Master's

P. 8 참조

Track_GDIS_new
st

21st Century

[GSIS11-2] Application Form for 21 Century

program certificate

Program Certificate



P. 8 참조

각 신청서는 GSIS 홈페이지 ( http://gsis.ewha.ac.kr/ ) : Students – Students life &
Facilities – Form 또는 구 국제학과 홈페이지(http://gdis.ewha.ac.kr/index2.asp): BBS
– Form 을 참조 >> 3월1일 이후 국제대학원 신규 페이지로 통합예정



각 신청서는 기한 내에 국제학과 행정실로 제출해야 함.



신청서 내용을 잘 읽고 요구하는 서명 (지도교수, 본인, 학과장, 전공주임교수 등) 및
내용을 확인 후 누락되는 사항 없이 제출해야 함.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누락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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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이 안 된 것으로 간주됨.)


신청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 지 확인 후 함께 제출함.



신청 기한은 P. 1의 <2018-2 주요 학사 일정> 참조. *** Thank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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