庆熙大学校 经营大学院 (首尔校区)

外国留学生
招

生

公

招生专业

告

报考日程
专业名

学位名

一般经营MBA、国际经营MBA、
营销策划MBA、品牌经营MBA、

区分

1学期 日期

2学期 日期

备注

课程时间

3月 ~ 6月

9月 ~ 12月

招生公告

前年 11月

5月

本校经营大学院官方网站
(http://khmba.khu.ac.kr)

前年 11 ~ 12月

5月 ~ 6月

uway申请
(http://www.uwayapply.com/)

前年 12月

7月

本校经营大学院官方网站
(http://khmba.khu.ac.kr)

经营学硕士(M.A.)

税务经营MBA、中国经营MBA、
大数据经营MBA

报名申请及
文化艺术经营MBA

艺术经营学硕士(M.A.)

材料提交

医疗经营MBA

医疗经营学硕士(M.A.)

合格者公布

申请方式 : 网上报名（www.uwayapply.com → 搜索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报考资格
硕士课程

审核方式

•国内.外4年制大学毕业或预毕业者

•材料审核评价方式 : 通过本科成绩、各种资格证等进行评定

报名类型

•韩国语能力证书（TOPIK）3级以上持有者

•面试审核评价方式 : 通过口述表达对本专业的理解；通过学
业计划书全方位地来考量学生对本专业的切合度，判断学生

区分

可选择专业

一般外国人报名

可申请商学院任何专业

※申请者本人及父母需均为非韩国国籍的外国人

的思维逻辑能力以及对专业的研究能力

国际班课程支援项目
1. 韩语强化支援项目

2. 韩国留学生活支援项目

3. 韩国就业支援项目

•提供免费韩语提高班课程

•每学期组织文化体验活动

•每学期定期组织企业探访活动

•提供韩国能力考试（TOKPIK）报名支援

•每学期定期安排学生恳谈

•毕业学期安排参加就业博览会、就业商谈、提供实习机会

提交材料
1. 入学申请书1份(本校经营大学院官网下载)

2. 大学(预)毕业证明书1份(需记载学位认证号码)

3. 大学全学年成绩证明1份

5. 韩国语能力考试(TOPIK) 成绩证明1份

6. 本人与直系亲属身份证及户口本复印件各1份，并办理亲属关系公证

4. 学业计划书(本院指定样式)
7. 本人护照及外国人登陆证复印件各1份

8. 外国大学毕业时需要提交学位证复印件1份，学历调查同意书1份，
“敎育部學位與硏究生敎育發展中心”
(http://www.cdgdc.edu.cn) 办理学位认证文件1份
※ 外国大学毕业学生所提交的材料需以英文或韩文进行公证
9. 需要申请留学签证者，提交以下材料
韩国滞留者 : 护照复印件,银行存款证明（2万美金）、外国人登录复印件
海外滞留者：护照原件及复印件、身份证原件及复印件、银行存款证明原件（2万美金）、肺结核健康诊断书（参照官网指定医院）

报考学生注意事项
1. 所有提交用于本次审核的材料一律不做返还 2. 面试时考试必须携带准考证及个人身份证方可进入考场。
3. 材料递交以访问本校经营大学院行政室直接递交为原则，若提交或补交材料超过所要求的期限，会被视为自动放弃申请资格.
4. 入学报名条件为韩国语能力考试(TOPIK3级），但毕业前需要取得TOPIK4级以上成绩证书方可毕业。
5. 若通过虚瞒、伪造等不正当方法进行本研究生院的报考，事后一旦揭发学校有权利随时取消就读资格，并追求其法律责任。

报名费

90,000韩币

学费

咨询 : 庆熙大学 经营大学院

• 注册费 : 980,000 韩币

首尔特别市 东大门区 庆熙大道26 庆熙大学商学院 410号室

• 学 费 : 5,640,000 韩币(2017年标准)

T. 02-961-0127~8

E. khsb2200@khu.ac.kr

M. 010-3145-8958(中国助教）

(서울캠퍼스)

순수외국인
입 학 안 내
◼모집학과

◼전형일정
전공명

학위명

일반경영MBA, 국제경영MBA,
경영컨설팅MBA, 브랜드경영MBA,
세무경영MBA, 중국경영MBA,

구분

1학기 기간

2학기 기간

비고

학사일정

3월 ~ 6월

9월 ~ 12월

전형안내

전년 11월

5월

본교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http://khmba.khu.ac.kr)

전년 11 ~ 12월

5월 ~ 6월

유웨이 원서접수
(http://www.uwayapply.com/）

전년 12월

7월

본교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http://khmba.khu.ac.kr)

경영학석사(M.A.)

빅데이터경영MBA
문화예술경영MBA

예술경영학석사(M.A.)

원서접수
및 서류 제출

의료경영MBA

의료경영학석사(M.A.)

합격자발표
및 등록

원서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ww.uwayapply.com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검색)

◼응시자격
석사과정

전형방법

•국내·외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서류심사 기준 : 학부성적, 각종 자격증 등에 대한 평가

전형구분

•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 이상 소지자

•면접심사 기준 : 구술을 통한 본 전공에 대한 이해도,
학업계획서를 토대로 전공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심사와 연구태도, 계획, 의욕 등에 대한 평가

구분

지원가능 전공

일반외국인 전형

경영대학원 모든 전공

※ 신청자 본인 및 부모 국적이 모두 외국인 신분이어야 함

◼국제반과정 특전
1. 한국어 강화 지원 프로그램

2. 한국 유학 적응 프로그램

3. 한국 취업 지원 프로그램

•한국어 강화 수업 무료 제공

•매 학기 1회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매 학기 1회 기업탐방 프로그램 제공

•재학 중 TOPIK 시험 응시료 (1학기 1회) 지원

•매 학기 1회 학생 간담회 진행

•졸업 학기 취업박람회, 컨설팅 및 현장실습 기회제공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학위등록번호 기재) 3.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학업계획서 1부(본원 소정양식)

5. 본인 및 부모 현지신분증, 호구부, 친족관계공증서 각 1부

6. 본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7. 한국어능력시험(TOPIK)성적표 1부 제출

8. 외국대학졸업자의 경우 학위기 사본 1부, 학력조회 동의서 1부, 해당국가 대사관의 4년제 대학 확인 공증본 1부
※ 중국 학생 경우 중국교육부 산하에 설립된 교육부학력인증센터“敎育部學位與硏究生敎育發展中心”(http://www.cdgdc.edu.cn)에서 발급받아 제출
9. 외국인 유학비자 발급 추가제출서류
국내체류자 : 여권사본, 은행잔고증명서 원본(미화 이만불),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외체류자 : 여권사본, 은행잔고증명서 원본(미화 이만불), 현지신분증, 현지호구부 1부, 결핵진단서 1부(대사관 지정병원 참조)

◼지원자 유의사항
1. 접수된 일체의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모든 서류는 경영대학원 행정실로 직접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간 초과의 경우는 무효 처리합니다.
3. 면접 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자부터 지원이 가능하나, 졸업 시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해야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5. 부당한 방법으로 합격하였거나 입학원서에 허위로 기재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형료

90,000원

◼등록금

◼문의처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 입학금 : 980,000원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번지 경희대학교 오비스홀 410호

• 수업료 : 5,640,000원 (2017학년도 기준)

T. 02-961-0127~8 E. khsb2200@khu.ac.kr M. 010-3145-8958 (외국인 담당조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