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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Graduate School
□ 신학과｜Department of Theology
본 대학원의 신학과는 “성서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의 정신에 따라 기독교 신학의 심오한 이론과 폭넓
은 실천 방법을 연구・교수하여 학문과 인격을 갖춘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으로써 한국교회와 인류에 봉
사하는 유능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 학위과정 : 신학석사 (Th.M.), 철학박사 (Ph.D.)
• 전공분야 : 구약학, 신약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Aiming at producing Christian leaders who serve the Korean church and mankind, the Department
of Theology teaches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theology on the basis of the spirit of the
Restoration Movement toward returning to the Bible.
• Degree Courses : Master of Theology, Doctor of Philosophy
• Major Fields of Study
- Old Testament, New Testament, Church History, Systematic Theology, Practical Theology,
Christian Education, Missiology, Christian Counseling

□ 사회복지학과｜Department of Social Welfare
본 대학원의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 이론과 실제를 교육·연구 할 뿐 아니라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봉사를 통해 기독교정신을 구현하는 실천적이고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여 연구
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기본 능력과 조사결과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증진시키며, 사회
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인식을 증대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는다.
• 학위과정 : 문학석사 (M.A.), 문학박사 (Ph.D.)
• 전공분야 :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정책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ims at producing the experts in social welfare who respect
human dignity and man's worth and are well-informed of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social
welfare to realize the spirit of Christianity by rendering public service.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department has the following educational objectives
1. A great variety of learning for understanding human and society.
2. Acquirement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technique required in the field.
3. Developing the ability to inquire into a subject of study and to put findings into practice.
4. Deepening the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a profession as a social worker and of a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 Degree Courses : Master of Arts, Doctor of Philosophy
• Major Fields of Study :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ocial Welfare Policy

□ 음악학과｜Department of Music
본 대학원의 음악학과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사회가 요구하는 전인적인 음악 지도자를 교육
하며 특성을 살린 교과과정을 통하여 연구하고 발표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봉사정신을 함양한 전문음악인
을 배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자기표현 및 타인과의 정서적 의사소통에 능한 예술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 학위과정 : 음악학석사 (M.M.)
• 전공분야 : 피아노, 성악, 관현악, 반주, 합창지휘, 작곡, CCM, 실용음악
The department of music at SCU aims to train music leaders who receive all-round education and
fit with social requirements of our rapidly changing society.
Graduate School courses provide various types of performances and experience so that students
become creative and professional experts with service spirit in the field of music. Its main goal is to
train musicians who possess self-expression and have ability to emotionally communicate with others.
• Degree Course : Master of Music
• Major Fields of Study :
- Piano, Voice, Strings & Woodwinds, Accompaning, Choral Conducting, Composition,
-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Practical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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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신학대학원 United Theological Graduate School

연합신학대학원은 성서적 진리에 근거하여 21세기의 변화하는 사회와 교계를 이끌어갈 유능한 목회자,
선교사, 전문찬양사역자, 문화사역자 및 평신도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연합신학대학원은 성서와
신학적 이론에 대한 통합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다양한 목회적 상황에 대처하는 실질적 능력을 배양하여
목회 현장의 전문가를 만드는데 그 초점이 있다. 졸업 후에는 교회와 선교사역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독
교전문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외국 기독교대학과 연계하여 유학과 학문적인 교류를 진행 중에 있다.
연합신학대학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목회현장의 수요에 대응하여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전공을 특성화하
고 있다. 이를 위하여 월요집중반, 주말반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또한 다양한 장학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 (M.Div.)
• 전공분야 : 목회학, 문화콘텐츠

The United Theological Graduate School aims at producing Christian ministers such as pastors,
missionaries, global worship leaders, cultural ministers, and lay leaders for the church society and
the world of the 21st century based on biblical truths. Our program is designed to give students
comprehensive knowledge in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and to help the specific skills needed
for effective ministry through specialized curricular options. Our graduates are active leaders both
within Korea and across the world. Also, if they choose to, they can proceed for further study
abroad at our renowned exchange schools. The United Theological Graduate School is upgrading
the current curriculum to meet the demands of the changing pastoral environment. For this, we
offer intensive course programs both on Mondays and Saturdays, for which various scholarships are
available as well.
• Degree Course : Master of Divinity
• Major Fields of Study : Pastoral Theology, Cultu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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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대학원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대학원은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천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국가
와 사회에 기여할 전문 사회복지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다양한 사회복지기관 뿐
만 아니라 교회사회복지지도자, 복지행정요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교과과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장
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본 대학원은 사회복지수요가 증대되어 가는 현실에서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요청에 적극
부응하고 있으며, 졸업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학위과정 : 사회복지학석사 (M.S.W.)
• 전공분야 :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기독교사회복지, 여가스포츠복지,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정책,
뷰티복지산업

Aiming at training the students as the experts in social welfare who contribute to our nation and
society, this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systematically teaches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social
welfare.
We continue to develop a course of study for the purpose of producing professional social workers
playing an active part in the various fields of social welfare including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social welfare institutions, public offices, churches, and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In addition,
we support students by giving a lot of information about 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in
order that they may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field and develop their practical abilities.
This graduate school carries on professional education of high quality geared to the needs of the
present society where social welfare is much in demand.
The graduates obtain qualifications for social worker, second class and are qualified to apply for a
national qualifying examination for social worker, first class.

• Degree Course : Master of Social Welfare
• Major Fields of Study :
-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Social Services for the Disabled, Child Welfare, Christian Social welfare,
Social Services for the Leisure Sports,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ocial Welfare Policy,
Beauty Welfare Industry
Seoul Christi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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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상담대학원 Graduate School of Healing and Counseling

치유상담대학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개인, 가정, 교회, 사회가 필요로 하고 시대가 요청하는 영성·
상담전문가와 상담·심리치료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본 대학원은 영성지도사, 상담사, 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예술치료사와 같은 자격증 취득에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연구 활동 이후 취업 현장에서 경쟁력을 보장하고자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학위과정 : 문학석사 (M.A.)
• 전공분야 : 영성·상담, 상담·심리치료

The Graduate School of Healing and counseling aims at producing experts in spirituality and
counseling and specialist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dividuals, homes, churches, and
societies need and the times demand on the basis of the spirit of Christianity.
This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fers the subjects required for obtaining qualifications for spiritual
guides, counselors, counseling psychologists, youth counselors, and arts therapists.
The students of this graduate school carry out in-depth studies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 position in the job market after graduation.
• Degree Course : Master of Arts
• Major Fields of Study : Spirituality and Counseling,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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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경영대학원
Graduate School of Culture, Industry & Management
본 대학원은 문화적 가치 등 소프트 파워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에 경영과 접목
된 문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비영리경영전공, 콘텐츠경
영전공, 글로벌비즈니스문화전공이 설치되어 있다.
비영리경영전공에서는 비영리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더와 실무자들이 비영리조직의 성공적 경영을
위한 리더십과 독창적인 조직문화 창출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콘텐츠경영전공은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기획 및 마케팅 실용 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적 역
량을 콘텐츠 안에 담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글로벌비즈니스문화전공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적 능력을 키우며 기업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시키는 역량을 신장할 수 있다.

• 학위과정 : 경영학석사 (MBA)
• 전공분야 : 비영리경영, 글로벌비즈니스문화

This graduate school aims to cultivate creative people of talent with cultural competence in
management in the age when soft power such as cultual values is competitive advantage of
companies, organizations, and nations. To achieve this objective, three majors are offered: Nonprofit
Management Major, Content Management Major, and Global Business Culture Major.
Nonprofit Management Major aims at helping leaders and practitioners work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s including churches 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s develop nonprofit leadership and
acquire ability to create organizational culture.
Content Management Major has the goal to help students to gain competence in planning and
marketing for content development and to develop ability to use cultural competence for
developing contents.
Global Business Culture Major aims to enhance students' cultural competence in order that they
may communicate effectivel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to develop their ability to increase the
value of corporate culture.

• Degree Course :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 Major Fields of Study : Nonprofit Management, Global Business Culture

Seoul Christi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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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별 모집과정
과 정

학 과

학위명

신학과

신학석사
(Th.M.)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사회복지학과

음악학과

신학과

문학석사
(M.A.)

학

철학박사
(Ph.D.)

사회복지학과

문학박사
(Ph.D.)

과

학위명

과

신학과

사회복지대학원

학

과

사회복지학과

치유상담대학원

학

과

치유상담학과

정

석사과정

과

정

석사과정

과

정

석사과정

공

목회학석사
(M.Div.)

학위명

조직신학 / 실천신학 / 선교학 /

문학석사
(M.A.)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행정 /
사회복지정책

학

과

문화산업
경영학과

과

정

석사과정

학위명

경영학석사
(MBA)

4학기

4학기

17

4학기

구약학 / 신약학 / 역사신학 /
조직신학 / 실천신학 / 선교학 /

6학기

기독교교육학 /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행정 /
사회복지정책

전

공

일반목회 / 문화콘텐츠

전

공

전

공

영성·상담 / 상담·심리치료

문화산업경영
대학원

모집
인원

기독교교육학 / 기독교상담학

노인복지 / 장애인복지 / 아동복지 /
사회복지학
기독교사회복지 / 여가스포츠복지 /
석사
사회복지행정 / 사회복지정책 /
(M.S.W.)
뷰티복지산업

학위명

수업
연한

구약학 / 신약학 / 역사신학 /

성악 / 피아노 / 관현악 / 반주
음악학석사
(M.M.)
합창지휘/ 작곡 / CCM / 실용음악

박사과정

연합신학대학원

전

전

공

비영리경영전공 /
글로벌비즈니스문화전공

28
6학기

수업
연한

모집
인원

6학기

12

수업
연한

모집
인원

5학기

18

수업
연한

모집
인원

5학기

14

수업
연한

모집
인원

4학기

8

※ 전공특성에 따라 석사는 1년, 박사는 6개월, 석·박사 통합과정은 1년 6개월 이내로 단축가능.
※ 대학원 및 전공 특성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중수업, 계절수업 등으로 운영.
Seoul Christi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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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방법
Ÿ 인문사회계열 : 서류심사(50), 면접시험(50)
Ÿ 예체능계열 : 서류심사(10), 면접시험(40), 실기시험(50)
Ÿ 서류심사는 대학 및 대학원 성적으로 행한다.
Ÿ 구두(면접)시험은 전공에 대한 지식, 적성 및 학문에 대한 열정 등을 기초로 면접평가표

전 형 방 법
및

채점기준에 따라 행한다.
Ÿ 실기시험(음악학과)은 전공에 따라 행한다.
- 성악 : 언어가 다른 자유곡 2곡 (반주자 동행)

선 발 기 준

- 반주 : 솔로 자유곡 1곡
- 작곡 : 자유곡 1곡(포토폴리오 제출), 푸가분석
- CCM / 실용음악 : 자유곡 2곡 (MR 또는 반주자 동행)
- 피아노 / 관현악 / 합창지휘 : 자유곡 1곡
■

선발기준

Ÿ 전형성적[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실기시험)] 총점 순으로 선발함.
(단, 지원자의 학업수행 능력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학과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Seoul Christi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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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석사과정
Ÿ 입학원서(소정양식,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1부
Ÿ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Ÿ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반드시 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1부
Ÿ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Ÿ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박사과정
Ÿ 입학원서 (소정양식,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1부
Ÿ 추천서 (소정양식) 1부
Ÿ 자기소개서 (소정양식) 1부
Ÿ 학사 학위증명서 및 석사학위 수여(예정)증명서 각 1부
Ÿ 대학교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반드시 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각 1부
Ÿ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공통사항
Ÿ 외국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각호와 같이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출입국사실증명서
② 졸업 및 성적증명서 한국어 번역 공증
③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 : 졸업, 성적증명서를 Apostille 받아 제출
④ 아포스티유(Apostille) 비협약국 : 해당국 정부인가 학교임을 증명하는 ‘재외교
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제출
Ÿ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합격 후 학위수여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특 전 및
장학제도

■ 특 전
Ÿ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사회복지사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사회
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1급 자격증취득 응시자격이 부여됨.

■ 장학제도
Ÿ 석사과정 입학자 중 그리스도의교회 교역자, 현직목사, 전임전도사, 각급 학교교사,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시설 팀장 이상, 어린이집원장, 유치원 원장 - 등록금의 50%
장학금 지급
Ÿ 석사과정 입학자 중 본교 졸업생 - 등록금의 50% 장학금 지급
Ÿ 외국인 유학생 : 입학시 등록금의 50% 장학금 지급 (2학기차부터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등록금의 최대 60% 장학금 지급)
Ÿ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석사과정 입학자 - 등록금의 30% 장학금 지급
Ÿ 추천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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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형료 및 서류가 미비된 원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나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수 험 생

Ÿ 모든 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하며,

유의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함.
Ÿ 지원자의 학업수행 능력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학과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Ÿ 우편접수 : 마감당일 오후5시 도착분에 한함.
※ 반드시 등기로 우송하여야 하며, 지연도착, 기재착오, 첨부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 전형료 입금계좌 (기업은행) 041-000180-01-959 (예금주 : 서울기독대학교)
Ÿ 학교주소 : (우) 03422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4길 26-2호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Ÿ 등록기간 내에 전액 미등록시 합격이 취소됨.
Ÿ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교학부(02-380-2536, 2537)로 문의

■ 60,000원 : 모든 학과
전 형 료

Ÿ 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또는 계좌 이체
Ÿ 전형료 입금계좌 (기업은행) 041-000180-01-959 (예금주 : 서울기독대학교)

■
등 록 안 내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 출력

Ÿ 합격자는 대학원 홈페이지 우측의 ‘합격자발표’ 및 ‘등록금조회’ 배너를 통해 합격통지서와
등록금 고지서를 직접 출력하여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됨. (별도의 개별 통지 없음).

■

등록기간

Ÿ 납부기간 : 전기 (2월 중) / 후기 (8월 중)

■

추가합격 안내

Ÿ 최초 합격자의 등록시한 종료 이후 미등록자가 발생한 경우, 미등록 결원 충원후보자
중에서 성적순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며 등록일자와 함께 개별 통지함.
※ 미등록 충원 시에는 본 대학원에서 전화로 개별 통보하므로 이 기간 중에는 추가 합격에
관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하며,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의 오류 등으로 인해
합격통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미등록충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대학원은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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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s
and programs

Graduate
School

Department

Degree

Major fields of study

Semesters

Ph.D.

Old Testament, New Testament,

6

Church History, Systematic Theology,

Theology

Graduate
School

Practical Theology, Christian Education,
Th.M.

Missiology, Christian Counseling

4

Ph.D.

Social Work Practice,

6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M.A.

Social Welfare Policy

4

Vocal Music, Piano, Orchestra,
Music

M.M.

Accompaniment, Choral Conducting,
Composition, CCM (Contemporary

4

Christian Music), Practical Music

Social Welfare

M.S.W.

Special
Graduate

Healing and

School

Counseling
United
Theological
Culture, Industry
& Management

M.A.

M.Div.

MBA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Social Services for the Disabled,
Child Welfare, Christian Social welfare,
Social Services for the Leisure Sports,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ocial Welfare Policy,
Beauty Welfare Industry
Spirituality and Counseling,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Pastoral Theology, Cultual Contents
Nonprofit Management,
Global Business Culture

5

5
6

4

※ Number of admits
A limited number of students are admitted in each academic program.

Application
Qualification

❏ Master of Arts / Master of Music / Master of Social Welfare /
❏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A. / M.M. / M.S.W. / MBA)
(a) Must be a baptized believer with an assurance of salvation.
(b) Must have a 4-year bachelor's degree (or candidate) or have an
equivalent degree as recognized by law.
(c) Course duration is 4 semesters / Course duration is 5 semesters.
❏ Master of Theology / Master of Divinity (Th.M. / M.Div.)
(a) Must be a baptized believer with an assurance of salvation.
(b) Must have a 4-year bachelor's degree (or candidate) or have an
equivalent degree as recognized by law.
(c) Course duration is 4 semesters / Course duration is 6 semesters.
❏ Doctor of Philosophy (Ph.D.)
(a) Must be a baptized believer with an assurance of salvation.
(b) Must have a M.Div. or Th.M. degree or its equivalent.
(c) Course duration is 6 semesters.
※ A foreign national whose parents are both foreign nationals.
※ Completion of at least 16 years of school education (equivalent to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and university) in a foreign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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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Period

❏ Spring semester admission : Late November
❏ Fall semester admission : Late June
❏ Documents Submission : Visit in person or registered mail or courier
a) Submission by Visit : During Weekdays only.
Office closes during weekends and holidays.
b) Documents sent by registered mail or courier service should be sent
before 12.31 / 06.30
c) Incomplete submission of required documents will be excluded from
the admission evaluation process.

❏ All required documents submitted for application must be originals. Also, all

Required
Documents

documents not in Korean or English must be accompanied by certified English
translations.
❏ Concerning the certificates (including transcripts, diplomas, etc.) given by foreign
institutions, students must submit the “Confirmation documents from a foreign
educational institute”, or “Confirmation document from consulate or embassy”
which are certified and verified by the Korean Embassy where the institution is
located by the middle of November(May). If the students are from countries for
Apostille certificates, they can submit an “Apostille certificate” issued by the
government where the institute is located.
❏ Download application forms at our website : http://scu.ac.kr / http://grad.scu.ac.kr
a) A completed application form with an attached photo (3x4) taken within 3 months.
b) Official certificate of BA degree (or expectant graduation) and transcript:
required for Ph.D. programs as well.
c) Official certificate of MA degree (or expectant graduation) and transcript :
only required for Ph.D. / Th.D. programs.
d) Official transcript(s) from all undergraduate and postgraduate schools previously attended.
※ Official transcript(s) should be submitted in English with the grades shown in
percentage scale. (i.e., 85.6/100)
e) One Recommendation Letters.
① Your pastor or church leader
② Your professor
③ The person who knows you for more than three years excluding a family member.
f) Personal Statement : You must write a reflective essay.
This required essay is a critical part of the application.
Please consider your response carefully, tending to content, style, grammar and
organization. This statement should include your personal history and study plan.
g) A copy of the Passport / A copy of the alien registration card (if any)
h) One original version of Language Proficiency Test Results.
Applicants must submit at least one document listed below.
(Test scores are not valid two years after issued)
- TOPIK grade 3, TOEFL 530, 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
- If you have obtained a grade 3 of TOPIK, you may be admitted in condition
to get a grade 4 of TOPIK before graduation.
- Language proficiency test is waived for students who have earned a degree
form an accredited institution that uses the English language for instruction
and evaluation, including SCU english degree programs.
i) Bank statement or Other Financial Cer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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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W 60,000

Application Fee

❏ Applicants who mail their application form and required documents should
make their payment to the following account :
a) Bank : IBK Bank.
b) Account number : 041-000180-01-959.
c) Account name : Seoul Christian University.
d) Payment reference : Applicant name.

Other
Notifications

a) Application must submit original documentations, which are in English or Korean.
If the original documentation is in another languages, it must be accompanied
with certified English or Korean translation.
b) Application fees are non-refundable, and submitted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c) If any required documents are found to be false or counterfeit, admission will
be revoked.
d) Students with a D-2 visa who wish to stay in Korea for more than 90days must
visit a local immigration office and apply for foreigner registration within 90
days of entry into Korea.
e) Any required documents not submitted within the application period will be
excluded from the evaluation process.
f) Applicant’s English name and date of birth must be the same as on those on passport.
g) New students cannot take a leave of absence in their first semester.
(Only allowed in case of military service or illness with proof of medical certificated)
h) Urgent notices may be delivered through text message or e-mail.
Please, make sure to add someone's mobile 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for emergency contact.

❏ Scholarship : Up to $3,500 Scholarship to support either the frist semester

Foreign Student
of study for applicants or graduate studentsin their second semester. You
Scholarship
must be in good standing at your school

a) All admitted international students must obtain health insurance.

Health insurance
b) Applicants who already have insurance should submit the insurance certificate
during the specified period (in the middle of February/August).
c) If the applicants do not obtain the health insurance, issuance of the Certificate
of Admission may be limited.
※ International students have to maintain health insurance during the period of
attendance. If the students do not maintain the health insurance during the
period of attendance, issuance of proof of enrollment may be with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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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mitory

❏ SCU provides convenient housing in a dormitory setting.
❏ Each room is 4 people occupancy and full accommodation is provided
(Meal plan is excluded).

Mailing address

❏ (Zip Code 03422) 26-2, Galhyeon-ro 4-gil, Eunpyeong-gu, Seoul, South Korea
❏ Tel

82-2-380-2536, 2537

❏ Fax

82-2-380-2540

❏ E-mail scu014@s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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