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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관련 세부 정보는 고려대학교 국제처 홈페이지 

http://oia.korea.ac.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시 일정

장학금
장학금 명칭 혜택

신입생

글로벌 리더 장학금 A 등록금 전액

글로벌 리더 장학금 B 등록금 50%

국제대학 장학금 등록금 전액

재학생

외국인 성적우수 장학금 다음학기 등록금 전액

외국인 성적향상 장학금 다음학기 등록금 50%

외국인 면학 장학금 다음학기 등록금 50%

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 서류 제출 결과 발표 합격자 등록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글로벌한국융합학부

국제처 홈페이지

3월 입학│ 8월 접수 (예정)

9월 입학│ 3월 접수 (예정)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를 동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K-Pop 뿐 아니라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고민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한국융합학부에서는 학문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적 사고방식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사 속 한국의 발자취, 현재 한국의 모습, 미래의 한국을 조망하여 급변하는 세계 속의 

한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창의적 분석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More Than K-Pop Bring Korea to the World
글로벌한국융합학부 

홈페이지

전공 과목

1학년 •글로벌 한국의 문명 •글로벌 한국학 입문 •세계정치 속의 한국

2학년

•글로벌 한국의 문화

•글로벌 한국학 강독

•동아시아의 도시화

•서울의 이해

•세계경제 속의 한국

•한국과 동아시아

•한국의 문화미디어

•한국문화의 재조명

•한국사회의 이해

•한국학 데이터사이언스 입문

•질적 한국학 방법론

3학년

•글로벌 한국의 대외관계

•남북한 관계의 이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시민사회와 글로벌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한국과 글로벌기업

•한국 경영의 이해

•한국 사회의 쟁점

•한국의 국제무역

•한국의 민주주의

4학년
•글로벌 한국학 세미나

•글로벌 한국학 특강

•한국과 국제개발

•한국과 국제이주

•한국 경제의 쟁점

•한국의 문화외교

※ 언어구사 능력에 따라 한국어 혹은 영어 커리큘럼 선택 가능

졸업 후 진로
글로벌한국융합학부의 졸업생들은 한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국내외 어디에

라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미디어

•정부기관

•국제기관

•비정부기구

•박물관

•정책연구소

•연구기관 •  국내외 석박사 프로그램

•  로스쿨

•다국적 기업

•금융 및 컨설팅

•스타트업

•엔터테인먼트

비영리 
부문

공공 
부문

민간 
부문

대학원
진학

제2전공

(경제, 경영, 미디어 등)

글로벌한국융합학부

심화전공

학석사 연계 프로그램

(3+2 프로그램)

신입생 멘토링 세미나 교환학생 인턴십

특별 프로그램

Join Us on the KU Campus

뜨거운 
가슴으로 다함께 

“자유 정의 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