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대학원 2020-1학기 

     석‧박사통합과정전환 모집요강



 

2020학년도 1학기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모집요강

2020-1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모집대상 학과

대학 학과 학과구분

경영대학
경영학과 일반

비즈니스인포매틱스학과 학과간협동과정

경제금융대학 경제금융학과 일반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과 일반

에너지공학과 일반

미래자동차공학과 일반

정보시스템학과 일반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일반

건축공학과 일반

건축학과 일반

도시공학과 일반

산업공학과 일반

생명공학과 일반

생체공학과 일반

신소재공학과 일반

유기나노공학과 일반

융합기계공학과 일반

자원환경공학과 일반

전기공학과 일반

전자컴퓨터통신공학과 일반

지능형로봇학과 학과간협동과정

화학공학과 일반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일반

사범대학
교육공학과 일반

다문화교육학과 학과간협동과정

사회과학대학
관광학과 일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일반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일반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일반

의류학과 일반

예술·체육대학 연극영화학과 일반

인문과학대학
대중문화·시나리오학과 학과간협동과정

영어영문학과 일반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일반

생명과학과 일반

수학과 일반

응용통계학과 학과간협동과정

화학과 일반

정책과학대학
과학기술정책학과 학과간협동과정

정책학과 일반

경상대학
경영컨설팅학과 일반

금융보험학과 일반

공학대학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일반

건축시스템공학과 일반

교통ㆍ물류공학과 일반

기계설계공학과 일반

바이오나노학과 일반

산업경영공학과 일반

융합시스템학과 일반

재료화학공학과 일반

전자공학과 일반

컴퓨터공학과 일반

과학기술융합대학

나노광전자학과 일반

분자생명과학과 일반

응용물리학과 일반

응용화학과 일반

해양융합과학과 일반

국제문화대학 일본언어·문화학과 일반

디자인대학
서피스·인테리어디자인전공 일반

영상디자인전공 일반



▪ 본교 석사과정 신입학 학생 중 2차‧3차 학기 이수자 (2020-1학기 3기‧4기 진급예정자)

▪ 2기 이수자는 15학점 이상, 3기 이수자는 24학점 이상 이수완료 (※ 성적증명서 기준)

▪ 석사과정 평점평균 3.75 이상 (※ 성적증명서 평점평균 기준)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2020. 01. 08(수) 10:00 ~ 01. 14(화) 17:00 까지 (※서류제출은 토. 일 제외)

    - 위 기간 중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1월 14일(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1. 한양인 (HY-in) 로그인

 2. 로그인 후 상단메뉴 [신청] ➜ [학적변동] ➜ [석박통합과정변경] 선택

 3. 해당화면에서 “변동구분: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전환”, “변동사유” 입력

 4.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전환신청서 출력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서명/날인 필요)

 5. “전환신청서” 및 추가 제출서류를 대학원팀(신본관 3층 314호)으로 제출(서류 제출방법 참조)

 가. 석‧박사통합과정 전환신청서 (출력 후 서명) 1부

 나. 학부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다. 석사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라. 학업계획서 1부

 마. 지도교수 추천서 1부

 바. (제출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타 학업능력 및 연구력을 입증하기 위한 실적물 

 사. (제출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인영어성적표

    - TOEIC, TOEFL, TEPS, G-TELP, IELTS만 가능하며 기간만료 전 공인성적표만 인정됨

 ※. 제출서류양식 (학업계획서, 지도교수추천서, 연구실적물): 대학원홈페이지 자료실 ➜ “학적” #6(한글),#5(영문)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지원자격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신청‧서류제출 기간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신청방법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제출서류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휴먼컴퓨터인터랙션학과 일반

약학대학 약학과 일반



▪ 제출장소:  일반대학원 대학원팀 (신본관 3층 314호)   T. 02-2220-0223~4

▪ 제출시간:  제출기간 중 10:00 – 17:00 (토,일 제외)

▪ 해당주소:

    (133-791)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대학원팀(신본관 3층 314호)

    - 우편접수의 경우, 1월 14일(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동일학과(전공)에 대하여 지원 가능

▪ 석사 종합시험 합격자라도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후 종합시험(4과목) 재응시 필요

▪ 전환 이전 연구필수 과목 중 ‘석사논문연구’ 이수자는 전환 후 ‘박사논문연구1’ 만 이수하면 됨

▪ 전환 이전 어학시험 통과자의 경우, 박사학위논문 신청을 위한 외국어시험 면제

    - 단, 박사과정 제2외국어시험 실시학과의 경우 전환 이후 제2외국어시험 응시 필요

▪ 전환 시, 박사과정 별도의 입학금 없음

▪ 모집인원: 박사과정 입학정원의 여석범위에 따라 확정

▪ 전형방법: 서류심사

▪ 합격발표: 2020. 01. 29(수) 14:00 예정

   - 신청 화면에서 확인 가능

   - SMS, e-mail 발송예정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서류 제출방법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유의사항!!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참고사항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합격처리 관련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