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석·박사 학위과정

1. 과정 및 전공 

*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자, 

    또는 전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공인어학능력성적 제출 의무 면제

2. 장학혜택 및 특전 

가.  등록금(수업료) 전액 면제

나. 입학 성적 우수자에게 국비유학장학금 지급 (1년간 월75만원, 평가후 연장 가능)

다. 교수 1명에 학생 5명의 비율로 소수 정예 교육 실시

라. 한국어 능력 배양 및 문화체험을 위한 한국문화학당 무료 운영

마. 저렴한 기숙사비 (학기당 2인실 543,000원)

바. 튜터링 프로그램, 글쓰기 클리닉 등 다양한 방식의 학습 지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외국인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모집 과정 학부 전공 강의 언어 언어능력 관련 지원자격

석사

ㆍ 

박사

인문학부

◆ 한국사학
◆ 고문헌관리학
◆ 철학
◆ 국어학 · 국문학

한국어 TOPIK 4급 이상

문화예술학부

◆ 인류학 · 민속학
◆ 종교학
◆ 음악학
◆ 미술사학
◆ 인문정보학 · 인문지리학

사회과학부

◆ 정치학
◆ 사회학
◆ 교육학
◆ 윤리학
◆ 경제학

글로벌한국학부 ◆ 고전번역학(협동과정)

석사 글로벌한국학부 ◆ 한국문화학 영어
TOEFL 80,  IELTS 6.5,

New TEPS 301*

구분 전기 입학 후기 입학

모집 공고 9월 초 3월 초

지원서 접수 기한 10월 초 4월 초

합격자 발표 12월 중 6월 중

개강 3월 1일 9월 1일

 

구분 일정

모집 공고 5월 초

지원서 접수 기한 5월 말

합격자 발표 7월 초

연구지원 시작 9월 1일

3. 지원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초 · 중 ·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외국에서 이수한 자만 해당

나.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취득예정자 포함)

다.  전공별 언어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자

4. 선발 일정

5. 기타

◆   수업 연한 :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  1년 2학기제(개강 : 3월, 9월)로 운영하며 학기당 15주 수업

II. 차세대 한국학자 초청 연구 지원
 
해외 교육 기관에서 한국학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석 · 박사 과정 학생을 초청
하여 6개월간 교육 ·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학대학원의 비학위과정 프로그램입니다.

1. 지원 내용

가.  6개월(매년 9. 1. ~ 익년 2. 28.) 간 월 750,000원의 연구지원금

나. 왕복항공료

다. 한국학대학원 교수의 연구 지도

라. 이용료를 부담할 경우 본원 게스트 하우스 사용 가능

마. 도서관 및 장서각 등 연구원 시설 이용 가능

바.  한국문화학당에서 개설하는 한국어 강의 무료 수강 가능(단, 학사운영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

2. 신청 자격

연구지원 시작일을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초 · 중 ·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외국에서 이수한 자만 해당

나.  해외 대학의 석사 과정 재학생·수료생 및 박사 과정 재학생

다.  연구 주제가 한국학과 관련 있는 자

3. 지원 대상자 의무

가.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한국학대학원 소속 전임교수를 지도교수로 지정하여   

전공 강의(또는 개별주제연구)를 수강하여야 함.

나.  연구를 완료한 후 출국 전 자료수집 내역 등 세부 실적이 기재된 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함.

4. 선발 일정

5. 문의 :  grad_fellowship@aks.ac.kr

문 의

◆ 이메일 admission_intl@aks.ac.kr

◆ 전화  +82-31-730-8183                
◆ 팩스 +82-31-730-8189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학실

 (우편번호 13455)

◆ grad.aks.ac.kr   ◆ intl.aks.ac.kr/english

◆ facebook.com/aks.news  ◆ instagram.com/grad_aks



I. Master's and Doctoral Degree Programs

1. Programs and Majors 

* Applicants who are from a country where English is an o�  cial language or obtained a degree at a university or 
    a graduate school whose medium of instruction was English are exempt from the English language requirement.

2. Bene� t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 Tuition fees are fully waived.
B.  The Government Grant (monthly stipend of 750,000KRW for a year, renewable upon 

evaluation) is provided to selected students. 
C.  A 5:1 student-faculty ratio enables close one-on-one guidance of students by 

professors.  
D.  Korean language courses speci� cally designed for academic purposes are available 

free of charge.
E.   On-campus dormitory accommodations are available at the rate of 543,000KRW per 

semester, double occupancy.
F.   Various programs such as tutoring, writing clinic, and cultural activities support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PROGRAMS 

Programs Divisions Majors
Medium of 

Instruction

Minimum Language 

Requirement

Master's 

or 

Doctoral 

Degree

Humanities

◆ Korean History
◆ Diplomatics and Bibliography
◆ Philosophy
◆ Korean Linguistics ·  

    Korean Literature

Korean TOPIK level 4

Culture and Arts

◆ Anthropology · Folklore
◆ Religious Studies
◆ Musicology
◆ Art History
◆ Cultural Informatics · 

    Human Geography

Social Sciences

◆ Political Science
◆ Sociology
◆ Education
◆ Ethics
◆ Economics

Global Korean 

Studies

◆ Korean Classics and Global    

   Communication

   (An interdisciplinary program)

Master’s

Degree
Global Korean 

Studies
◆ Korean Culture and Society English

TOEFL 80,  IELTS 6.5,

 New TEPS 301*

 

Steps
Timeline

Admission for Spring Semester Admission for Fall Semester

Announcement of 

Application Guidelines
Early September Early March

Application Deadline Early October Early April

Results Announcement Mid December Mid June

Beginning of the Semester March 1st September 1st

Steps Timeline

Announcement of Application Guidelines Early May

Application Deadline Late May

Results Announcement Early July

Beginning of Fellowship September 1st

3. Eligibility

Applicants must meet all of the following quali� cations.

A. A foreign national or a Korean national residing overseas
      ※A Korean national must have completed education outside of Korea which is 
           compatible with Korea’s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and college education.
B.  A bachelor’s degree or a Master’s degree holder at the start of the desired semester
C.  Pro� cient either in Korean or in English depending on the major applied for

4. Admission Schedule

5. Other Information
◆   Coursework period is 2 years for a Master's degree program and 3 years for a doctoral 

degree program.
◆   An academic year consists of two semesters and courses are provided for 15 weeks per 

semester.

II. AKS Graduate Fellowship
 
The AKS Graduate Fellowship is a non-degree program which invites international students 
at overseas universities in the fields of Korean studies to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supporting them for six months to help them grow to be a next generation of 
promising scholars in Korean studies. 

1. Fellowship Bene� ts
A.  Monthly allowance of  750,000KRW for 6 months(From 1 Sep to 28 Feb the following year)
B.  Round-trip airfare
C.  AKS professor’s guidance as a research advisor
D.  On-campus accommodation available at the Fellow’s expense
F.  Access to the AKS facilities including the library and Jangseogak Archives
E.  Korean language courses o� ered free of charge (if acadecmic environments allow)

2. Eligibility
As of the beginning of the fellowship period, applicants must meet all of the following 
quali� cations.
A.  A foreign national or a Korean national residing overseas
        ※ A Korean national must have completed education outside of Korea which is 
               compatible with Korea’s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and college education.
B.  Applicants are enrolled in a Master’s or a doctoral degree program, or completed 

coursework and are in the status of ABD (All But Dissertation) in a Master's degree 
program at an overseas university. 

C.  An applicant's research topic pertains to Korea. 

3. Fellows' Obligations
A.  Fellows are required to designate one of the professors at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whose specialty is most relevant to their research topic as their 
academic advisor.

B.  Fellows should take at least one major-specific course taught by their academic 
advisor or an individual study with their academic advisor.

C.  Completing their research, fellows must submit a report summarizing their research 
� ndings and join a presentation session as a speaker before leaving the country. 

4. Recruitment Schedule

5. Contact :  grad_fellowship@aks.ac.kr

Contact Information

◆ Email admission_intl@aks.ac.kr
◆ Tel  +82-31-730-8183                
◆ Fax +82-31-730-8189
◆ Addres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323 Haogae-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Postcode 13455)
◆ grad.aks.ac.kr    ◆ intl.aks.ac.kr/english
◆ facebook.com/aks.news  ◆ instagram.com/grad_a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