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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성 여 자 대 학 교 
■ 주소: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01369)
■ 웹사이트: www.duksung.ac.kr / www.graduate.duksung.ac.kr(대학원홈페이지)

Ⅰ. 대학 소개

  1. 연혁

    ❍ 1920년 차미리사 선생 조선여자교육회(현 덕성학원 전신) 창립

    ❍ 1952년 4년제 대학 덕성여자대학으로 개편

    ❍ 1961년 대학원 설립

    ❍ 2009년 개발도상국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한 Duksung Global Partnership 

Program 신설

    ❍ 2012년, 2014년 덕성-UN Women World Congress of Global Partnership 개최  

    ❍ 2016년, 2018년 ~ 2020년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 2018년 ~ 2022년 교육부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한국어 연수기관 선정

    ❍ 2019년 ~ 2021년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 

    ❍ 2019년 ~ 2021년 공식 TOPIK 운영기관 선정

    ❍ 2020년 덕성학원 창학 100주년

    ❍ 2020년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선정

    ❍ 2020년 교육부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선정

    ❍ 2020년 ~ 2024년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대학 선정

  2. 특성

    ❍ 대학안내

2020년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덕성여자대학교는 1920년 여성교육의 선구

자인 차미리사 선생님께서 설립하신 명문 사학입니다. 서울 시내 위치한 쌍문

동 근화 캠퍼스와 종로 운현 캠퍼스 두 곳은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를 

자랑합니다. 약 6000여 명의 재학생으로 구성된 덕성여자대학교는 쾌적하고 깨

끗한 학업 환경과 따뜻하고 열정적인 구성원들이 모여 가족같이 친밀한 대학생

활을 제공합니다. 학생 스스로 설계하는 자기주도적 융·복합 교육과정을 통해 

‘덕성을 갖춘 창의적 지식인 육성’의 교육목적을 더욱 확고히 다지며 다가올 

100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http://www.duks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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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집 요강

  1. 모집학과 

계열 학과
전공분야 비고

(세부전공, 참고사항 등)석사 박사

인문사회

국어국문학과 ○ X 국어학/국문학/한국어교육

영어영문학과 ○ X 영어학/영문학/영어교육컨텐츠

경영학과 ○ X 경영학

사회복지학과 ○ X 사회복지학

유아교육학과 ○ ○ 유아교육학

국제통상학과 ○ X 국제통상학

자연과학
수학및통계학과 ○ X

정보통계학

*수학전공은 모집하지 않음

식품영양학과 ○ X 식품영양학

공학 IT미디어공학과 ○ X IT융합/영상미디어

예술
미술학과 ○ X 동양화/서양화

의상·텍스타일
디자인학과

○ X
패션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전공은 모집하지 않음

자연과학 바이오헬스융합 ○ ○ 
바이오헬스융합

(식품영양학과, 바이오공학과, 화학과, 

약학과의 학과간 협동과정)

  

    ※ 석사는 4학기(2년), 박사 6학기(3년) 과정임 

    ※ 지원서 작성 시 학과 내 세부 전공을 반드시 선택하여 기재할 것 

  2. 입학전형

   ❍ 지원자격: 본인과 부모 모두가 외국 국적을 지닌 남·여 학사/석사 졸업 및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마감
 2022.02.21.(월) ~ 04.01.(금) 17:00까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심사  2022.04.06.(수) ~ 04.07.(목) 

면접심사  2022.04.08.(금) ~ 04.12.(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전형 일정은 국립국제교육원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출서류 

    - 국립국제교육원 모집요강 내 장학생 지원서류 참고하여 제출

    - 서류 작성 시 전자서명은 불가하며,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 제출 

    - 단, 미술학과, 의상·텍스타일디자인학과 지원자는 포트폴리오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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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용 비고

미술학과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포트폴리오 크기: 자유

작품 사진 크기 : 5x7 size

작품 사진 수 : 10~25점

의상·텍스타일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전공)
  크기, 사진 수 등 제한 없음  

 

   ❍ 접수방법

    - 원서 및 제출 서류는 반드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원본으로 제출

      ** 스캔본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도서관 418호), 우편번호 01369

    - 제출 마감 일시(2022.04.01.(금) 17:00)에 대학원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COVID-19로 인해 서류 발급 및 우편 발송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니 기한에 

맞게 미리 준비할 것 

   

  3. 지원자 유의사항

   ❍ 모든 입학서류에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을 취득 후 제출

   ❍ 졸업 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필수

   ❍ 참고: 대학원 학위과정 이수순서(표준)

대학원 학위과정 이수순서(표준)

구분 시기 비고

입학 9월

학점이수 매 학기

석사: 총 24학점 이상 이수 (예술계열: 27학점 이상)

박사: 총 36학점 이상 이수

※ 해당 학점 이상 이수(혹은 신청)하여야 다음 단계(종합시험, 

논문) 진행 가능

논문 지도 교수 

배정
3월 / 9월

인문사회·예술 계열 

-석사: 3학기 / 박사: 5학기

자연, 약학, 유아교육학과

-석사: 2학기 / 박사: 4학기

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3월 / 9월
석사: 4학기 (유아교육학과: 3학기)

박사: 6학기 (유아교육학과: 5학기)

외국어시험 3월 / 9월

석사: 영어 혹은 제2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스페

인어 / 모국어 제외하고 선택 가능)

박사: 영어

※ 외국어시험 면제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 제출 가능

※ 입학 첫 학기부터 응시 가능

종합시험 4월 / 10월

석사: 3과목 합격

박사: 4과목 합격

※ 외국어시험 합격한 후 응시 가능

※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혹은 신청)하여야 응시 가능 

가논문제출 5월 / 11월 ※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모두 합격한 후 진행 가능

최종논문발표 6월 / 12월

논문 완성본 

제출
1월 말 / 7월 말

학위수여 2월 말 / 8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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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 안내 사항 

  1. 기숙사

    가. 기숙사 안내  

      

    나. 기숙사 생활 소개 

  

   2. 기타 편의시설

    ❍ 도서관: 75만여 권의 도서와 다양한 전자정보 및 창의융합 실습을 위한 첨단장

비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 전국대학 도서관 우수기관으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열람실 및 세미나실 등의 학습공간 인터넷존, 멀티

미디어 존 등으로 구성됨. 

    ❍ 라온센터: 피트니스 센터에 구비된 운동기구 및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대학 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각종 웨이트머신, 프리웨이트, 유산소 

기구, 스트레칭 zone 등이 갖춰져 있음.

    ❍ Play N Create Lab: Play N Create Lab은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비닐커터, 

재봉틀, 3D 펜 등이 구비된 메이커스랩, 각종 스튜디오와 크리에이터스룸과 에

디팅룸이 구비된 미디어랩, VR기기가 구비된 VR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조

형물부터 영상물 등의 온라인 컨텐츠까지 학생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창작활

동을 하도록 교육프로그램, 기기, 공간 등을 제공함.

    ❍ 학생회관: 학생 식당, 학생서비스센터, 건강증진센터, 편의점, 우체국, 컴퓨터매장, 

문구점, 복사실, 서점, 안경점 등의 각종 시설이 캠퍼스 생활의 편의를 향상함

    ❍ 글로벌교육원: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특별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TOPIK 시험의 공식 시행기관으로 지정 정기적으로 TOPIK 시험을 운영함.

 

기숙사 형태 비용 (2022학년도 기준)

국제기숙사
2인실 KRW1,219,000/학기 *입사비 KRW30,000 별도

1인실 KRW1,620,000/학기 *입사비 KRW30,000 별도

글로벌교육원 기숙사

4인실 KRW 228,000/월(30박)

2인실 KRW 303,000/월(30박)

3,4,5층 1인실 KRW 351,000/월(30박)

6층 1인실 KRW 450,000/월(30박) 

시설안내

방
온돌, 침대, 책상, 책장, 옷장, 전화, 에어컨, 화장실, 샤워부스, 무선인터넷

(침구류, 조리도구 등은 제공되지 않음)

주방 쿡탑, 냉장고, 전자레인지, 밥솥, 싱크대, 테이블, 정수기

기타 세탁실, 주차장, English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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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학생활 지원 

  1. 글로벌 라운지 프로그램

   ❍ 한국 학생들과의 만남 및 문화 교류(신청 시 주 1회 만남)

  2.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 외국인 학생들에게 공연, 전시, 답사 등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기회 제공

     ※ 코로나-19 종료 후 진행 예정

  3. 전공 지도교수 배정

   ❍ 입학 시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학업 진행 및 한국 생활에 대한 주기적인 상담과 

학업지도 실시  

 Ⅴ. 연락처

덕성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전화 02-901-8149, 8152, 8290

팩스 02-901-8150 

이메일 graduate@duksung.ac.kr

홈페이지 http://graduate.duks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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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sung Women’s University
■ Address: Samyang-ro 144 gil 33, Dobong-gu, Seoul, Korea 01-369
■ Website: www.duksung.ac.kr / www.graduate.duksung.ac.kr(대학원홈페이지)

   

Ⅰ. Overview of the University

  1. History

    ❍ 1920 Establishment of Geunhwa School by Ms. Cha Mirisa

    ❍ 1952 Restructured into a 4 year university

    ❍ 1961 Establishment of Duksung Graduate School

    ❍ 2009 Founding of Duksung Global Partnership Program to foster 

intellectuals in developing countries

    ❍ 2012, 2014 Hosting Duksung-UN Women World Congress of Global 

Partnership 

    ❍ 2016, 2018 ~ 2020 Obtained the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 2018 ~ 2022 Selected as the Korean Language Institute for ‘Global Korea 

Scholarship(GKS) Program’ by MoE

    ❍ 2019 ~ 2021 Selected for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gram’ by the 

MoE

    ❍ 2019 ~ 2021 Selected as an Authorized TOPIK Test Center

    ❍ 2020 Celebration of 100th anniversary

    ❍ 2020 Selected for ‘Campus Town Project’ by Seoul City

    ❍ 2020 Selected for ‘Leading University Projec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the MoE

    ❍ 2020 ~ 2024 Selected as Model University for ‘University Career 

Development Center’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ttp://www.duksung.ac.kr


- 7 -

  2. Key Information

    ❍ About the University

Celebrating its 100th anniversary in 2020, Duksung Women’s University 

inherits its independent and creative founding spirit from its founder Ms. 

Cha Mirisa who was an educator and activist for women’s rights. With 100 

years of history and tradition in fostering creative intellectuals, DWU 

prepares to leap to a new hundred years of possibilities with an innovative 

and collaborative approach to education. Consisted of two beautiful 

campuses in Seoul, DWU will give you an enriched academic, social, and 

cultural experience preparing to strive into the ever changing global world. 

Ⅱ. Academics 

  1. Academic Programs

Division Department
Degree

Major
Master’s Doctoral

Liberal Arts & 

Social Scienc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X

Korean Linguistics/Korean 

Literature/Korean Educatio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 X

English Linguistics/English 

Literature/English Education Contents

Business 

Administration
○ X Business Administration

Social Welfare ○ X Social Welfare Studies

Early Childhood 

Education
○ ○ Early Childhood Education

International Trade ○ X International Trade

Mathematics and 

Statistics
○ X

 Statistics

*Major of Mathematics 

do not recruit scholars.

Natural Science Food and Nutrition ○ X Food and Nutritiion

Engneering IT Media Engineering ○ X
 IT Convergence Media Engineering

/Communication and Media

Arts

Fine Arts ○ X Western Painting/Oriental Painting

Fashion·Textile Design ○ X

Fashion Design

*Major of Textile Design 

do not recruit scholars.

Natural Science

Program of Bio-Health 

Convergence

(Interdisciplinary

Programs)

○ ○

Program of Bio-Health Convergence

(Interdisciplinary Programs:

 Pharmacy, Chemistry, Biotech, 

Food and Nutrition)

   ※ Master’s Degree : 4 semesters(2 years) 

      Doctorial Degree : 6 semesters(3 years)  

   ※ When filling out the application form, must select major in department and 

fill it out.

http://endic.naver.com/enkrEntry.nhn?entryId=f6e4c9d9341e43d9b6b3d6318da490de&query=i?��i??e����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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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pplication

    ❍ Qualification: Both female and male students with a non-Korean nationality 

and both parents also holding a non-Korean nationality 

     - Master’s Program Applicants: Must hold a Bachelor’s degree or a level of 

education equivalent to or higher than a Bachelor’s degree.

     - Doctoral Program Applicants: Must hold a Master’s degree or a level of 

education equivalent to or higher than a Master’s degree.

      ※ Applicants who are expected to graduate by August 31st, 2022 can also apply 

for the program with a certificate of expected graduation

❍ Admissions 

Process Schedule Note

Application &
document 
submission

 2022.02.21.(Mon) ~ 04.01.(Fri) 17:00 

Documents received after 

the specified deadline will 

not be accepted.

Document 
Review  2022.04.06.(Wed) ~ 04.07.(Thu)

Interview  2022.04.08.(Fri) ~ 04.12.(Tue) 

Date is tentative and is 

subject to change.

Announcement will be 

made on e-mail.

     ※The schedule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f NIIED.

    ❍ Submission of Documents 

     -Submit by referring to the scholarship application documents in the 

application guidelines of the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Electronic signature is not allowed when filling out documents.

     -Applicants for the Department of Fine arts, Fashion·Textile Design must 

submit portfolio. 

Department Details Note

Fine Arts

(Western Painting

, Korean Painting)

Portfolio Size : Free

The Picture Size : 5x7 size

The number of pictures : 10~25 piece

Fashion·Textile Design

(Fashion Design)

 There is no limit on the size and 

number of photos, etc.

    ❍  How to Submit 

     -The original application and original submission documents must be 

submitted by mail or visit.

      ** Scanned copies sent by e-mail are not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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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miss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Library 418),  

Samyang-ro 144-gil 33 (Ssangmun dong 419), Dobong-gu, Seoul. 

       (zip code 01369)

     -All documents are only recognized for arrival at the graduate school on the 

deadline for submission at 17:00 p.m. on April 1(Fri), 2022.

      *Due to COVID-19, document issuance and mailing procedures may be 

prolonged, so prepare in advance according to the deadline.       

  3. Important Notes

    ❍ All documents must obtain Apostille or consular confirmation.

    ❍ Every scholar must get a least Level 4 on TOPIK(Test of Prificiency in   

Korean) before graduation of his/her degree program.

    ❍ Degree Requirements and Process

Event Timeline Details

Matriculation
March / 

September

Minimum Credit 

Requirement for 

Graduation

-

Master’s: 24+ Credits (Arts: 27+ Credits)

Doctoral: 36+ Credits

※Minimum credit requirement must be made in order to process 

to the qualification system and thesis.

Thesis Advisor 

Matching
September

-Liberal Arts & Social Science and Arts

 Master’s: 3rd semester/ Doctoral: 5th semester

-Natural Science, Pharmacy, Early Childhood Education

 Master’s: 2nd semester / Doctoral: 4th semester

Thesis Research 

Plan Submisison

March / 

September

Master’s: 4th semester (Early Childhood Education: 3rd semester)

Doctoral:: 6th semester (Early Childhood Education: 5th semester)

Foreign Language 

Exam

March / 

September

Master’s: English or second language (other than Korean)

Doctoral: English

※ can me subsituted with official language proficiency score

※ available any semester

Comprehensive 

Exam
April / October

Master’s: must be qualified in 3 or more subjects

Doctoral: must be qualified in 4 or more subjects

※ Must pass the Foreign Language Exam in order to be eligible 

for the Comprehensive Exam. 

※ Must meet the Graduation Minumum Credit Requirement in 

order to be eligible for the Comprehensive Exam. 

Thesis Draft 

Submission

May / 

November

※ Eligible after passing both Foreign Language Exam and 

Comprehensive Exam. 

Final Thesis 

Presentation

June / 

December

Thesis 

Submission
January / July

Degree
February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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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Further Notice

  1. On Campus Housing

    ❍ Room and Rates

    

    ❍ Residence Life

  2. Campus Facilities

    ❍ Library

The Main Library houses 750,000 books and 370,000 nonbook materials, 

providing a innovative and creative studying environment as reading room, 

seminar room and media room. 

    ❍ Raon Fitness Center

Equipped with a variety of work-out and training machines and programs 

from cardiovascular to strength training, the Raon Fitness assists in 

improving the physical wellness of Duksung students.

    ❍ Play N Create Lab

Play N Create Lab provides equipments, facilities, and educational programs 

to support creative activities of students. The Makers Lab is equipped with 

3D printers, laser cutters, sewing machines, and 3D pens for producing 3 

dimensional works, while the Media Lab provides studios, creator’s rooms, 

and editing rooms for producing visual contents, and the VR Lab for VR 

equipments.

    ❍ Global Education Institute

GEI conducts Intensive Korean language courses as well as special courses 

to enhance the Korean language ability for international students. GEI is also 

designated as the official TOPIK testing center. 

Dormitory Type Fees for 2022 Academic Year

International Student 
Dormitory

Double
KRW1,219,000/semester 

*Entrance fee KRW30,000 is added.

Single
KRW1,620,000/semester 

*Entrance fee KRW30,000 is added.

International Hall

Quad KRW 228,000/month(30 days)

Double KRW 303,000/month(30 days)

3,4,5 floors 
single

KRW 351,000/month(30 days)

6 floors 
single

KRW 450,000/month(30 days)

Facilities

Room
On-dol, Bed, Desk, Bookshelf, Closet, Telephone, Air-conditioner, Toilet, Shower 
Booth, Internet Line (Bedding, cooking equipment and other necessities are not 
provided) 

Kitchen Cooktop, Refrigerator, Microwave, Rice Cooker, Sink, Table, Water Purifier

Others Laundry room, English Zone, Parking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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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udent Union

The Student Cafeteria, Student Service Center, Health Care Center, 

convenience store, post office, stationery store, book store and optical store 

are located in Student Union Building for the convenience of students.

Ⅳ. Services

  1. Global Lounge Program

   ❍ A program to meet and exchange culture with Korean students.

      (Once a week)

  2. Korean Culture Experience Program

   ❍ A program that provides foreign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experience 

various Korean cultures such as performances, exhibitions, and exploration.

     ※ This program is not currently in operation due to COVID-19, and will         

resume after end of the pandemic of COVID-19. 

  3. Assignment of a academic advisor 

   ❍ After entering the school, we assign a academic advisor for each student. 

Students can get regular counseling about academic progress and life in 

Korea.

 Ⅴ. Contact Informa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Tel +82-2-901-8149, 8152, 8290

Fax +82-2-901-8150 

E-mail graduate@duksung.ac.kr

Website http://graduate.duksu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