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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1950년 6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설립

1961년 3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개설

1992년 3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원주) 의학과 석사학위 과정 개설

1997년 9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원주) 의학과 박사학위 과정 개설

2003년 3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원주) 간호학과 석사학위 과정 개설

2005년 9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원주) 간호학과 중환자 전문간호사 석사학위 과정 개설, 박사학위 과정 정원 배정

2007년 3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원주) 치위생학과 석사학위 과정 개설

2013년 3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원주) 글로벌의생명학과 박사학위 과정 개설

2014년 3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원주) 글로벌의생명학과 석사학위 과정 개설

2015년 3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원주) 간호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 개설

2016년 3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원주) 웰니스건강노화융합학과 석사학위 과정 개설

2016년 9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원주) 계약학과(보건의료학협동과정) 석사학위 과정 개설

2017년 3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원주) 간호학과 박사학위 과정 개설

2017년 3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원주) 치위생학과 박사학위 과정 개설

2018년 3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원주) 의학통계학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과정 개설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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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연세대학교 대학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창의적 이론과 과학적 방

법을 탐구하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여 인류문화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대학원은 1992년 의학과 과정 개설을 시작으로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글로벌의생명학과, 

웰니스건강노화융합학과, 의학통계학과, 계약학과(보건의료학협동과정) 대학원 학위과정이 

도입되었고, 각 분야에서 우수한 교육환경과 최고의 학문적 수준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우리 대학원의 특징은 첫째, 학과 단위별로 특성화된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있

습니다. 모두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으로 학위과정이 진행됩니다. 둘째, 다양한 장학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Full-time 대학원생은 정규학기 등록금이 모두 지원되며, 입학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기관재직 장학금, Global 장학금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혜택을 제공합

니다. 셋째, 입학 자격이 국내외 모두에게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국내의 다양한 전공을 가

진 학생들은 물론이고,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

스탄, 케냐, 노르웨이, 가나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원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은 우수한 교수진과 최첨단 연구시설을 갖추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수 학술지에 많은 연구업적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

로도 연세대학교가 추구하는 연세비전을 실천함으로써 더 깊은 진리의 탐구와 더 많은 자유

의 구현을 위해 힘찬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원에서 꿈을 실현하고, 발전의 도약

을 이루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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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원주) 석사・박사학위 과정 신입생 모집안내 

모집전공 및 학위과정 ㅣ

학과 전공 인원 학위과정

의학과 임상의학 전공*, 응용의학 전공

00명

석사학위 과정 
박사학위 과정 
석・박사 통합 과정

글로벌의생명학과 의생명과학 전공

간호학과 일반 과정, (석사)중환자전문간호사 과정

치위생학과
(석사)일반 과정 
(박사)임상치위생학, 사회치위생학, 교육치위생학

웰니스건강노화융합학과 항노화 과정, 노인성질환관리 과정, 친고령사회리더 과정 석사학위 과정

의학통계학과
석사학위 과정
박사학위 과정
석・박사 통합 과정

계약학과(보건의료학협동과정)** 석사학위 과정

* 의학사만 지원 가능
** 계약학과 설치 협약 체결기관 재직자로서 추천을 받은 자만 지원 가능

지원자격 ㅣ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은 자(예정자 포함)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

전형일정 ㅣ 매년 4월 중순, 10월 중순 (일정은 변경가능)

원서접수방법 ㅣ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graduate.yonsei.ac.kr) 접속 → 원서접수(외부대행업체) 링크 

→ 회원 가입 → 자료 입력 및 저장

제출서류 ㅣ PDF 형식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100% 인터넷 접수)

기본 제출서류  1. 본인사진

  2.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대상 : 석사학위 과정, 박사학위 과정, 석・박사 통합 과정 지원자

  3.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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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박사학위 과정 지원자

  4. 학업 및 연구계획서(본교 소정양식) 1부

  5. 외국어 성적표 1부(TOEFL, TOEIC, TEPS 만 인정)

      -   의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석사), 웰니스건강노화융합학과, 계약학과(보건의료학협동과정)은   

 외국어 성적 없이도 지원 가능

추가 제출서류  1. 지원전공교실 주임교수 확인서(본교 소정양식) 1부

      - 의학과, 글로벌의생명학과만

  2. 석사논문 초록

      -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박사학위 과정 지원자만

  3. 기타연구논문/경력 등 본인의 학업 능력에 관한 업적물

          -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박사학위 과정 지원자만

             ※ 본교 소정양식은 대학원 홈페이지(http://graduate.yonsei.ac.kr)에서 다운 받음

  4. 기타

      (a) 경력 및 연구실적 증명서 각 1부 : 원서(경력)에 기재한 해당자

      (b) 재직증명서 1부 : 현재 재직 중인 자

      (c)  현역군인 취학승인서 : 현역군인으로서 군위탁이 아닌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소속부대장 

 (사단장 이상)의 취학승인서 제출 (입학 전 전역예정인 자는 전역예정증명서로 대체 가능)

      (d) 전일제 장학금 신청자는 전일제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추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

   - 장학금 지급 공인인증 영어성적 제출 필수

   - 외국인 : TOEFL PBT 585, IBT 95, TOEIC 830, IELTS 6 이상

   - 내국인 : TOEIC 기준 550점 이상

전 형 료  ㅣ 인터넷 접수 시 납부(각 전형료에는 인터넷 접수 수수료 포함됨)

지원자 유의사항 ㅣ 1.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2.  입력 완료한 온라인 지원서 및 접수 완료된 서류는 변경 및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 및 제출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의과대학 교학파트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ㅣ 26426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사무팀 교학파트

  전화 : 033-741-0215, 팩스 : 033-742-5034

  홈페이지 : http://medical.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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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의학 전공

각 임상과별로 환자진료에서 제기되는 내용에 대하여 기초연구를 통해 검증하고 기초연구 결과를 임상에 다시 적용할 수 있

는 임상의학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from bedside to bench, and back to bedside), 기초와 임상을 포괄하는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됨

내과학, 신경과학, 정신건강의학, 소아청소년과학, 피부과학, 외과학, 흉부외과학, 신경외과학, 정형외과학, 성형외과학, 산

부인과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비뇨기과학, 재활의학, 영상의학과학, 방사선종양학, 마취통증의학, 진단검사의학, 응급의

학, 치과학, 가정의학, 직업및환경의학 

응용의학 전공

의학 전공자에게는 학사교육을 토대로 한 보다 폭넓은 의학의 응용분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비의학 전공자에게는 학사

전공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의학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예방의학, 정신보건의학, 인문의학, 재생의학, 법의학, 스포츠의학, 임상의용공학, 전인치의학, 자동차의학, 건강노화, 응급

의료체계, 국제보건 등

임상의학 전공

공통필수 - 연구윤리, 의과학커뮤니케이션, 의학연구방법론

전공필수 - 임상의학 전공별 세미나 및 실습, 연구지도

전공선택 - 외상학, 역학, 손상기전, 피부예술학의이해, 임상중독학, 외과종양학, 원격의료, 임상역학및연구방법,  

근관치료의최신경향, 최소침습외과학, 디지털헬스케어, 호르몬과대사질환, 혈관학 등

응용의학 전공

공통필수 - 연구윤리, 의과학커뮤니케이션, 응용의학연구방법론 

전공필수 - 응용의학 세미나 및 응용의학 전공별 실습, 연구지도 

전공선택 -   융합과학문으로서의의학과의료, 리더십개발, 보건과사회, 보건의료학통계론, 근골격계초음파,  

국제보건의이론과실제, 국제보건과협력, 인체발생과건강 등

주요교과목

전공소개 

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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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의생명학과

국내외 생명과학 관련 대학을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 커리큘럼 및 연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연구능력을 함양하여 기초의과학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

을 할 수 있는 의생명 과학자의 양성을 목표로 함

생리학, 생화학, 해부학, 약리학, 병리학, 미생물학, 환경의생물학, 내과학, 피부과학, 재활의학 등

공통필수 - 글로벌연구윤리, 글로벌의과학커뮤니케이션, 의생명연구방법론, 저널클럽, 콜로키움, 

의생명과학연구지도, 인체생물과질환, Work-In-Progress

전공선택 - 분자세포생리학, 최신분자의학기기입문, 줄기세포생물학, 노화기전, 고급메디컬커뮤

니케이션, 종양대사, 분자조직학입문, 세포신호전달, 미네랄대사, 피부장벽학연구,  

기초세포대사학, 비만병태생리학, 라이프스타일질환병태생리학 등

주요교과목

전공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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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소개 

주요교과목

간호학과

간호학과는 일반대학원 내에 간호학 석사학위 과정(일반전공 과정, 

중환자 전문간호사 과정)과 박사학위 과정 및 석・박사 통합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일반과정은 간호이론과 연구 및 실무를 통합할 책

임을 가진 자로서 건강관리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여 간호전문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며, 

중환자 전문간호사 과정은 중환자 간호(critical care)의 이론과 연

구에 대한 수준 높은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하여 자율적으로 간호 실

무를 이끌고 간호실무 발전을 위해 지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환

자 전문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함

석사학위 과정(일반전공 과정)

전공필수 - 간호연구, 간호학이론

전공선택 - 근거기반간호, 간호중재, 간호개념, 건강관련이론,  

간호교육방법론 등

석사학위 과정(중환자 전문간호사 과정)

전공필수 - 병태생리학, 간호연구, 간호학이론, 상급건강사정, 약리학, 

전문간호사의역할및정책

전공이론 - 중환자관리 I(순환), 중환자관리 II(호흡), 중환자관리 III 

(신경), 중환자관리 Iv(복합손상및다장기부전)

전공실습 -  중환자관리실습 I(순환), 중환자관리실습 II(호흡),  

중환자관리실습 III(신경), 중환자관리실습 Iv(복합손상

및다장기부전)

박사학위 과정

전공필수 - 간호과학, 비실험연구방법론, 실험연구방법론,  

간호이론개발, 논문세미나, 학위논문세미나

전공선택 - 상급통계학, 질적연구방법론, 간호교육방법론,  

증상관리의실제, 생명윤리와간호 등

석・박사 통합 과정

전공필수 - 석사(간호연구, 간호학이론), 박사(간호과학, 비실험연구

방법론, 실험연구방법론, 간호이론개발, 논문세미나,  

학위논문세미나)

전공선택 - 근거기반간호, 간호중재, 간호개념, 건강관련이론,  

질적연구방법론, 간호교육방법론, 증상관리의실제,  

생명윤리와간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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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과

치위생학과 일반대학원은 2007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치위생학 전공의 일반대학원 치위생학 석사학위 과정

(Master of Science in Dental Hygiene, MSDH)과 2017년에 신설된 치위생학 박사학위 과정 및 석・박사 통합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치위생 학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임상 현장의 치위생 업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문적 수월성을 갖

춘 교육자와 연구자를 양성하고 있음

석사학위 과정

전공필수 - 치위생학연구, 치위생학통계

전공선택 - 상급임상치위생학, 전신질환자의치위생관리, 사회치위생학, 노인치위생학, 치위생학교육개발,  

보건의료인의학술발표기법 등

박사학위 과정

전공필수 - 치과위생사의전문직업성과윤리

전공선택 - 상급임상치위생학, 근거기반치위생학, 전신질환자의치위생관리, 임상치위생학교육, 사회치위생평가방법론, 

사회역학 등

석・박사 통합 과정

전공필수 - 치위생학연구, 치위생학통계, 치과위생사의전문직업성과윤리

전공선택 - 상급임상치위생학, 근거기반치위생학, 전신질환자의치위생관리, 임상치위생학교육, 사회치위생평가방법론,  

사회역학 등

주요교과목

전공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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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교과목

전공소개 

웰니스건강노화융합학과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 인구의 증가와 관련하여 노화기전 연구, 노인성 질환의 진단・치료 및 예방과 

건강한 노화를 돕기 위한 사회적 변화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항노화 과정, 노인성질환관리 과정, 친고령사회리더 과정

공통필수 -   라이프스타일의학, 항노화연구론, 노년학, 노인생태학, 노화기전연구, Laboratory Rotation, 

Hospital Based Rotation, Community Based Rotation

전공선택 - 노화조직재생, 피부노화학, 노인근골격계질환, 노화연구방법론, 노인사회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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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교과목

주요교과목

전공소개 

전공소개 

의학통계학과

통계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자체적인 통계적 이론의 개발, 의학 자료의 특성 탐구, 

의학연구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적 기틀을 제공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여 

의학연구의 발전을 선도하고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글로

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함

공통필수 - 의학연구방법론

전공필수 - 의학통계학, 생물-의료정보학, (박사)보건의료빅데이터자료분석론

전공선택 -   역학적연구방법론, 코호트연구방법론, 특수의학자료분석론,  

질환발생의이해, 유전통계학, 체계적문헌고찰과메타분석,  

반복측정자료분석 등

계약학과(보건의료학협동과정)

연세대학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호간에 인력 및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보건의료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공통필수 - 통계학및역학, 보건의료연구방법론

전공필수 - 개별지도연구1~3

전공선택 -   라이프스타일의학, 보건의료정책, 보건산업정책, 임상질관리,  

근거중심의학(EBM), 질병진단방법론, 포괄임상의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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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학사안내

졸업요건 및 휴학 ㅣ 1. 석사학위 과정 : 4~8학기 내 총 30학점 이상 이수 및 논문 제출 시 졸업 가능 (휴학은 4학기 가능)

  2. 박사학위 과정 : 5~14학기 내 총 30학점 이상 이수 및 논문 제출 시 졸업 가능 (휴학은 6학기 가능)

  3. 석・박사통합 과정 : 7~16학기 내 총 54학점 이상 이수 및 논문 제출 시 졸업 가능 (휴학은 6학기 가능)

      *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웰니스건강노화융합학과, 계약학과(보건의료학협동과정) 석사학위 과정은 논문

대체 교육과목이수 후 연구보고서 제출 및 승인으로 졸업가능(학과별로 이수요건 확인필수)

학점제도 ㅣ 1. 한 학기에 최대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1과목 이상 신청

  2. 연세대학교 내 대학원에서 선택 교과목 이수 가능

  3. 본 대학원과 학술교류 협정 및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료학점의  

1/2 이내에서 이수 가능

  

장학금 ㅣ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입학
본 기관 재직 중인 신입 대학원생으로 석사학위 과정과 석・박사통합 과정의  
재직전공의, 재직조교, 재직간호사, 재직치과위생사, 전일제 외국인 대학원생

입학금 전액

기초 MD 본 기관에 재직 중인 기초의학 전공의 등록금 전액

기관재직 본 기관 재직 중인 전공의 및 조교 등록금 30%

전일제 Full-time 내ㆍ외국인 대학원생 등록금 전액

임상의과학자
1. 전문의 취득한 박사과정 재학생  
2. 기초의학교실 무급 조교 또는 무급 연구강사로 근무

연구비/등록금 전액

Global Full-time 외국인 대학원생 과정별 생활비 차등 지원

성적우수 간호학과 및 치위생학과 성적우수자
등록금 20% 
학과사정에 따라 차등 운영
할 수 있음

주) 장학금 지급액은 변경될 수 있음

기숙사 ㅣ 1. 대학원 입학생 중 기숙사 입사를 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2. 대학원 합격 후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기숙사 담당자에게 입사 가능 여부 확인 (비용은 본인 부담)

  3. 기숙사 담당자 : 033-741-0217

학과별 연락처  |  대학원사무실 033-741-0215  E-mail: yunjlee@yonsei.ac.kr

  간호학과   033-741-0385

  치위생학과 033-741-0395

유의사항 ㅣ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매지캠퍼스(원주시 외곽)와 일산캠퍼스(원주시내 중심가)로 나뉘어 있음

  대학원을 찾아오실 때에는 일산캠퍼스에 위치한 원주의과대학(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오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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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전공 및 학위과정 ㅣ

학과 전공 인원 학위과정

의학과 임상의학 전공*, 응용의학 전공

00명

석사학위 과정 
박사학위 과정 
석・박사 통합 과정

글로벌의생명학과 의생명과학 전공

간호학과 일반 과정, (석사)중환자전문간호사 과정

치위생학과
(석사)일반 과정 
(박사)임상치위생학, 사회치위생학, 교육치위생학

웰니스건강노화융합학과 항노화 과정, 노인성질환관리 과정, 친고령사회리더 과정 석사학위 과정

의학통계학과
석사학위 과정
박사학위 과정
석・박사 통합 과정

계약학과(보건의료학협동과정)** 석사학위 과정

* 의학사만 지원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직자로서 관련 추천을 받은자만 지원 가능

전형일정 ㅣ 매년 4월 중순, 10월 중순(일정은 변경 가능)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http://graduate.yonsei.ac.kr 참조)

전형방법 ㅣ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graduate.yonsei.ac.kr) 접속 →(외부대행업체) 링크  

→ 회원 가입 → 자료 입력 및 저장

지원자격 ㅣ 영문 외국인 입학 안내 참조

제출서류 ㅣ 영문 외국인 입학 안내 참조

전형료 ㅣ 100,000원

주의할 사항 ㅣ  영문 외국인 입학 안내 참조

장학금 ㅣ 1.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지원

  2. 석사학위 과정 : 월 400,000원 추가 지원

  3. 박사학위 과정 : 월 600,000원 추가 지원

학생비자 ㅣ 1. 체류비자 종류 : D-2

  2. 학생비자 발급 지원 : 주한 대사관 또는 영사관

      ※ 비자 발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내 지역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함

  3. 제출서류 : 자국내 주한 대사관 또는 영사관 확인 필수

(a) 최종학위증 (b) 입학허가증  (c) 장학금 수혜예정증명서(대상자만)

(d) 표준입학허가서  (e)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ㅣ  이메일 : yunjlee@yonsei.ac.kr  전화번호 : 82-33-741-0215, 팩스번호 : 82-33-742-5034

  홈페이지 : http://medical.yonsei.ac.kr

대학원 프로그램 ㅣ  영문 외국인 입학 안내 참조

기숙사 ㅣ  학교 기숙사 지원 가능(비용은 본인부담)

외국인 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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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at Wonju

Application Schedule
Application for graduate school admission is open twice a year (mid-April of Spring semester and mid-October of Fall semester). 
Refer to the announcements at http://graduate.yonsei.ac.kr for detailed application schedule.

Application Process
1. Go and visit the website http://graduate.yonsei.ac.kr.
2. Click Application Portal and join the membership for on-line registration.
3. Fill out the online application form and upload the requirements at the web.
4. You will be given an “Application number” if you have successfully submitted your application form.

Eligibility and Qualification
1. Applicant must meet one of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a) Non-Korean applicant with Non-Korean parents
(b) Applicant who has completed his/her entire formal education outside of Korea from elementary to higher education (bachelor degree)

2. Applicants must meet one of the two conditions for their desired degree program:
• Master’s Degree Program:
(a)  A bachelor’s degree from an accredited college or university (or expected to receive a bachelor’s degree before the admissions period of 

the term the applicant is applying to)
(b) Educational attainment equivalent to bachelor’s degree approved by laws
• Ph.D. Degree Program:
(a) A master’s degree from an accredited college or university (or expected to receive a master’s degree before the admissions period of 

the term the applicant is applying to)

Graduate Programs and Degrees 

Department Program Degree

Medicine Clinical Medicine, Applied Medicine

Master’s, Ph.D. Degree 
(*Doctorate, Joint 
Degree)

Global Medical Science Biomedical Sciences

Nursing Sciences in Nursing, (Master’s) Critical Care Nurse Practitioner Program

Dental Hygiene
(Master’s) Sciences in Dental Hygiene 
(Ph.D.) Clinical Dental Hygiene, Social Dental Hygiene, Educational Dental Hygiene

Wellness & Healthy 
Aging

Gerontology and Anti-Aging Process, Geriatric Disorder Management, Leadership in 
Geriatric Society

Master’s

Biostatistics
Master’s, Ph.D. Degree 
(*Doctorate, Joint 
Degree)

Health Care Master’s

Clinical medicine course is only available to the students graduated from the medical school.
Health Care is not available to the international students.
* Application for doctoral degree is applicable to the applicants who have Master’s degree.

Joint degree is a doctoral program to receive Ph.D without Master’s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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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ducational attainment equivalent to master’s degree approved by laws
• Joint (Master’s & Ph.D.) Degree Program:
Equivalent to the requirements of master’s degree program

Application Requirements
1. Online Application Form (including your photo)
2.  One copy of undergraduate degree certificate (or proof of expected graduation) and one copy of official transcript (All applicants for 

Master’s, Ph.D., and the Joint degree)
3.  One copy of Master ’s degree certificate (or proof of expected graduation) and one copy of official transcript (Applicants for Ph.D. degree)
4.  Two letters of Recommendation (You must arrange to supply two academic references from a previously attended university or graduate 

school)
5. Study Plan (Study Plan should be completed on the application portal)
6. A copy of 居民身分證 (applicable only for Chinese applicants)
7. A copy of applicant’s passport
8. Language Proficiency Test Results: You must submit at least one of the documents listed below. We only accept tests taken up to two 

years preceding the application deadline.
English Test Score Report: TOEFL IBT 71, TOEIC 750, TEPS 600, IELTS 5.5 or higher (For institutional TOEFL, only tests taken at Yonsei 
University are valid. Test schedule is available on our website).

9. Proof of funds: Acceptable proof of funds (Minimum bank balance: $20,000). Bank statements must be dated within the last 30 days. 
Freezing of funds does not required.
(a) Bank statements in your name showing the balance of the account
(b) Your sponsor(ex. your parents)’s bank statements and an official document indic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them
(c) Proof of external scholarship covering your tuition and living expenses

[Additional Requirements (Submit 1 or 2)]
1. Non-Korean applicant with Non-Korean parents

(a) Proof of you and your parents’ nationality: * Chinese applicants must submit "Household Register"
    * If parents passed away or divorced, please submit an official document that proves their legal status.
(b) Official document indic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your parents. : * This can be replaced with “Household Register”(Chinese 

applicants).
2. Applicant who has completed his/her entire formal education outside of Korea from elementary to higher education (bachelor degree)

(a) Proof of graduation that covers your entire education period
(b) Transcripts for your entire education period

* Documents issued by Chinese institutions should be notarized by the Public Notary Office (公证处).
* Documents in other languages should be submitted along with notarized/apostilled copies translated into English or Korean.

[Additional Requirements for Scholarship (Full Scholarship Application) ]
(a) Download the form from the Graduate School website and fill it out. Submit the application after getting notarized seal from the 

recommenders (professors).
(b) Proof of Language Proficiency must be submitted: TOEFL PBT 585, IBT 95, TOEIC 830, IELTS 6.0 or higher

* The standardized English tests must have been taken no more than two years before the deadline of admission application.

[Additional Requirements (Admitted Students Only)]
1. Applicants with a degree from universities outside of Korea/China

(a) Release of Information Form: * You can download the form from the Graduate School website.
(b) Original Copy of Degree Certificate: * Issued by your alma mater (Returnable)

2. Applicants with a degree from universities in China
(a) Degree Certificate (B.A. for master's/Joint degree program, Master's degree for Doctoral degree program):

* Original copy from China Academic Degrees & Graduate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CDGDC, 敎育部學位與硏究生敎 育發展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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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dgdc.edu.cn/) or CHSI(http://www.chsi.com.cn). Please make it notarized and translated into English if English version is 
not available. Please make an early application as it may take more than 2 weeks.

* If your degree certificate cannot be issued by CDGDC, please submit a certified (by Korean Embassy/Consulate) copy.
(b) A copy of your degree diploma: * Issued by your alma mater (Returnable)

Application Fee   100,000 KRW

Important Reminders
1. Please note that we do NOT accept any applications and references in hard copy. Applicants are advised to inform their referees of the 

submission process in advance.
2. Your application cannot be canceled once you have paid the application fee, and the fee is not refundable.
3. You need to scan the original copies of all the supporting documents and upload them in PDF. If they are written in other languages than 

English or Korean, they should be submitted along with notarized copies translated into English or Korean.
4. You can only apply to one department.
5. If any documents are found to be false, your admission to Yonsei University will be revoked.
6. Your application will not be considered if you have not submitted all the required documents.
7. New students are not allowed to take leave of absence in their first semester. (except for the case of military service or illness – proof 

required in this case)
8. The application process will follow the rules established by the Graduate School Admissions Committee.
9. The online application service will be outsourced to a third party, but your personal information (name, social security number, contact 

details, academic records etc.) will not be used for other purposes than processing your application. However, we ask you to give us 
written consent (the form is available on our website) just in case we need it for registration of admitted students.

10. Please check your email regularly after the announcement of results.
11. Students who wish to study in Korea must visit a local immigration office and apply for an alien registration card within 90 days of their 

entry into Korea.

Scholarship
1. Tuition and admission fees: waived
2. Financial support includes KRW 400,000 won per month for Master’s degree, and KRW 600,000 won per month for Doctorate degree students.

Student Visa
1. Sojourn status: D-2
2. Where to apply: Local Korean Embassy or Consulate

* To apply for a Recognition of Visa Issuance, visit a local immigration office in Korea.
3. Required Documents: It is mandatory for all the submitted documents to be confirmed by the Korean Embassy or Consulate in your own 

country.
(a) Certificate of final education
(b) Certificate of acceptance for graduate study
(c) Certificate of Admission (This certificate will be issued to the admitted students by the Graduate School Office.)
(d) Certificate of Expected Scholarship Award (This certificate will be issued to the admitted students by the Graduate School Office.)
(e) Business Certificate of Wonju Campus (This certificate will be issued to the admitted students by the Graduate School Office.), etc.

Contacts 
Inquiries on administration and application: yunjlee@yonsei.ac.kr
TEL: 82-33-741-0215, FAX: 82-33-742-5034, http://medical.yonsei.ac.kr



  17

Medicine

Clinical Medicine 
Departments: Medicine, Neurology, Psychiatry, Pediatrics and Adolescences, Dermatology, Surgery, Thoracic Surgery, 
Neurosurgery, Orthopedic Surgery, Plastic Surgery, Obstetrics and Gynecology, Ophthalmology, Otorhinolaryngology, 
Urology, Rehabilitation Medicine, Diagnostic Radiology, Radiation Oncology, Anesthesiology and Pain, Laboratory Medicine, 
Emergency Medicine, Dentistry, Family Medicine,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 Core Mandatory Subjects : Research Ethics, Communication in Medical Science, Methodology for Medical Research 
• Major Mandatory Subjects : Seminar, Clinical Practice, Directed Research
• Major Elective Subjects : Study for Metabolic Syndrome, Occupational Medicine, Research of Skin Barrier, Surgical 

Oncology, etc.

Applied Medicine
Departments: Preventive Medicine, Mental Health Medicine, Medical Humanities, Regenerative Medicine, Forensic Medicine, 
Clinical Biomedical Engineering,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Automotive Medicine, Healthy Aging, Global Health, etc.
• Core Mandatory Subjects: Research Ethics, Communication in Medical Science, Methodology for Applied Medical Research
• Major Mandatory Subjects: Seminar, Laboratory Practice, Directed Research
• Major Elective Subjects: An Introduction of Basic Medical Science, New Methods in Gene Manipulation, Study for 

Metabolic Syndrome, Surgical Oncolog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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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edical Science

The Global Medical Science program accommodates the interdisciplinary and cross-departmental Ph.D. curriculum in 
medical sciences. We offer a unique experience to graduate students, including high-quality research training in basic and 
applied molecular science. It is expected that the graduate students will have both basic scientists and clinician-scientists to 
bridge the gap between basic and applied research. The education program is designed to nurture independent and creative 
scientists with secured positions in international medical science communication. Graduates earn a prestigious advanced 
degree from Yonsei University - one of the oldest and largest schools of Medicine in Korea. The graduate course is known to 
be one of the best research opportunities for the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 All the courses are lectured in English.

Physiology, Biochemistry, Anatomy, Pharmacology, Pathology, Microbiology, Environmental Medical Biology, Internal 
Medicine, Dermatology, etc.

•  Core Mandatory Subjects : Research Ethics, Communication in Medical Science, Journal Club, Colloquium, Research 
Guidance of Biomedical Science, Human Biology and Disease, Methodology in Biomedical Science, Work-In-Progress

• Major Elective Subjects : Cellular and Molecular Physiology, Advanced Research Tools for Molecular Medicine, Stem Cell 
Biology, Molecular Mechanism of Aging, Cancer Metabolism, Molecular History, Cell Signaling, Mineral Metabolism, 
Research of Skin Barrier, Basic Cell Metabolism, Pathophysiology of Obesity, Pathophysiology of Lifestyle Diseas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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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ing

The Department of Nursing began to offer Master of Science in Nursing 
program in 2003.
The goal of the program is to enable graduate school nurses to take on 
responsibilities as scientists, and to enable them to integrate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The mission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is to 
educate professional nurses to be equipped with the ability to practice, 
educate, research, counsel, and manage, so as to enable the graduates 
to achieve and maintain the optimal health for individuals, families and 
communities. The Department of Nursing also established a Critical Care 
Nurse Practitioner Program in March 2005 in order to prepare advanced 
practice nurses to meet the increased needs for health services following 
advances in technology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population and 
society. Through the Master’s program, we are contributing to the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nurse leaders in Korea.

Master’s Degree (Master of Science in Nursing Program)
• Major Mandatory Subjects : Nursing Theory, Nursing Research
• Major Elective Subjects : Evidence Based Nursing, Nursing Intervention, 

Nursing Concepts, Health Related Theory, etc.

Master’s Degree (Critical Care Nurse Practitioner Program)
• Core Mandatory Subjects: Nursing Theory, Nursing Research, Advanced 

Health Assessment, Pathophysiology, Pharmacology, Nurse Practitioner’s 
Role & Policy

• Major Mandatory Subjects : 20 credit hours(10 credit hours for theory 
and 10 credit hours for practicum)

Ph.D. Degree
• Major Mandatory Subjects : Nursing Science, Non-Experimental 

Research, Experimental Research, Development of Nursing Theory, 
Research Seminar, Thesis Seminar

• Major Elective Subjects : Advanced Statistics,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of Nursing Education, Practice of Symptom Management, 
Bioethics and Nursing, etc.

Joint Degree (Master’s/Ph.D. )
• Major Mandatory Subjects : Master(Nursing Theory, Nursing Research), 

Doctoral(Nursing Science, Non-Experimental Research, Experimental 
Research, Development of Nursing Theory, Research Seminar, Thesis 
Seminar)

• Major Elective Subjects : Evidence Based Nursing, Nursing Intervention, 
Nursing Concepts, Health Related Theory,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of Nursing Education, Practice of Symptom Management, Bioethics and 
Nurs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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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al Hygiene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as established the nation’s first 
master’s degree program (Master of Science in Dental Hygiene, 
MSDH) in 2007 and also has established the Ph.D. degree program in 
2017. The program takes an integrated approach to neuroscience and 
provides a wide range of skills training in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methods that is intended to enable you to ask questions and tackle 
problems that transcend the traditional disciplines from which this 
field has evolved. 

Master’s Degree 
• Major Mandatory Subjects :  Dental Hygiene Research, Dental 

Hygiene Statistics 
• Major Elective Subjects : Advanced Clinical Dental Hygiene, Dental 

Hygiene Management for Special Need Patients, Social Dental 
Hygiene, Geriatric Dental Hygiene, Teaching Methodology for Dental 
Hygiene Education, Academic Presentation Skills for Healthcare 
Professionalism, etc.

Ph.D. Degree (Clinical Dental Hygiene, Social Dental Hygiene, 
Educational Dental Hygiene)
• Major Mandatory Subjects : Professionalism and Ethics in Dental 

Hygiene
• Major Elective Subjects : Advanced Clinical Dental Hygiene, 

Evidence-Based Dental Hygiene, Dental Hygiene Management 
for Special Need Patients, Clinical Dental Hygiene Practicum, 
Evaluation Method of Community Dental Hygiene Practice, Social 
Epidemiology, etc.

Joint Degree (Master’s/Ph.D.)
• Major Mandatory Subjects : Dental Hygiene Research, Dental 

Hygiene Statistics, Professionalism and Ethics in Dental Hygiene
• Major Elective Subjects : Advanced Clinical Dental Hygiene, 

Evidence-Based Dental Hygiene, Dental Hygiene Management 
for Special Need Patients, Clinical Dental Hygiene Practicum, 
Evaluation Method of Community Dental Hygiene Practice, Social 
Epidemiolog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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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ness & Healthy Aging

The course is aimed at equipping students with the specific skills and knowledge necessary to respond professionally 
and effectively to the needs of an aging population. The program offers a diverse course for the working professionals in 
Gerontology, Geriatrics, and Management of Disorders associated with aging in order to address the growing problems with 
the elderly population.

Gerontology and Anti-Aging Process, Geriatric Disorder Management, Leadership in Geriatric Society

• Core Mandatory Subjects : Lifestyle Medicine, Anti-Aging Research, Gerontology, Senior Ecology, Aging Mechanism, 
Laboratory Rotation, Hospital Based Rotation, Community Based Rotation

• Major Elective Subjects : Aging and Tissue Regeneration, Dermatogerontology, Musculoskeletal Disorders of Aging 
Population, Research and Methods in Aging, Social Gerontolog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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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tatistics

Health Care

The course provides top-class training in biostatistics, as well as the analytic 
techniques used in data science to prepare students for the data-driven clinical 
research. Each student will acquire diverse experiences through a faculty 
research projects. By providing a solid basis on the theory of biostatistics and 
practical training in data analysis, this track prepares students with creativity 
and global competitiveness for data analytic careers in the healthcare and 
biomedical sciences.

• Core Mandatory Subjects : Methodology for Medical Research
• Major Mandatory Subjects: Medical Statistics, Biomedical Informatics, 

(Doctoral)Big Data Analysis in Public Health
• Major Elective Subjects: Epidemiologic Methodology, Methodology of 

Cohort Research, Statistical Genetics,  Design and Analysis of Clinical Trials, 
Analysis for Medical Data, Understanding of Disease Occurrence, Repeated 
Measure Data Analysis, etc.

The graduate students will receive a professional training in Public Health Care 
System by being provided with a mentored teaching and educational facilities 
from both Yonsei University and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 Core Mandatory Subjects : Statistics and Epidemiology, Research 
Methodology in Health Care 

• Major Mandatory Subjects: Individual Study 1~3 
• Major Elective Subjects: Lifestyle Medicine, Health Care Policy, Policy 

of Health Industry, Clinical Quality Management, Evidence Based 
Medicine(EBM), Diagnostic Methodology of Diseases, Comprehensive 
Clinical Medicine, Underlying Mechanism of Diseas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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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Issues

1. Thesis Requirements and Leave of Absence

Degree Graduation Requirements Leave of Absence

Master’s Degree

Enrollment of more than 4 (up to 8) semesters

up to 4 semestersEarn a minimum of 30 credit hours

Submission of dissertation/thesis

Ph.D. Degree

Enrollment of more than 5 (up to 14) semesters

up to 6 semestersEarn a minimum of 30 credit hours

Submission of dissertation/ thesis

Joint Degree(Master’s/Ph.D.)

Enrollment of more than 7 (up to 16) semesters

up to 6 semestersEarn a minimum of 54 credit hours

Submission of dissertation/ thesis

2. Class Credit
1. Must enroll a minimum of one class per semester and are allowed to enroll up to 12 credit hours per semester
2. Allowed to take any electives opened in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On-Campus Housing
The university dormitory is available and the graduate students are eligible for the application on-site accommo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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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소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은 1978년 3월 개교하였으며 연세대학교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과와 

본과를 통합한 6년제 교육과정의 의학과, 강원도 지역 최초의 4년제 과정의 간호학과와 국내최초의 4년제 치위생학과, 그리고 

2년제 교육과정인 간호학사학위특별과정(간호학과편입학, 야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주의과대학은 건학 이념인 기독교

정신과 민주교육을 근본으로 이론과 창조적인 응용방법을 연구하고 교육하여 의료발전에 기여하는 유능한 인재양성을 교육목

표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160여명의 전임교수진이 교육과 연구에 임하고 있으며 대학교육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이

용하여 조기 임상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로, 미래의료를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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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7년 12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원주분교 설립인가(의예과 40명)

1978년   3월   원주분교 개강식 및 교사 기공식 

1981년   1월   원주대학으로 승격

1982년 10월   원주대학 의학부가 원주의과대학으로 승격

1989년   8월   제1 학생기숙사 봉헌식

1993년   5월   종합관 봉헌식

1994년   3월   간호학과 첫 입학생 선발

1997년   3월   간호학사학위특별과정(RN-BSN) 첫 입학생 선발

1997년 10월   제2 학생기숙사 봉헌식

2002년   3월   치위생학과 첫 입학생 선발

2003년   1월   진리관(강의동 및 의학도서관) 봉헌식 

2006년   1월   의사, 간호사 국가시험 전국 수석 배출

2008년   5월   개교 30주년 기념식

2012년   5월   라이프스타일 의학연구소 학술지(Journal of Lifestyle Medicine) 창간

2012년 10월   졸업인재상 선포식

2018년   4월   개교 4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

2019년 2월   새기숙사(Murray 학사) 봉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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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재상

의예과・•의학과
기독교 정신과 민주교육의 근본에 입각하여 의학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역

량 있고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보건의료인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졸업 인재상을 목표로 교육합니다. 

• 주도적으로 자기계발을 하는 능력 있는 의사 

• 나눔과 섬김으로 소명을 다하는 어진 의사 

• 공동체와 소통하며 국민건강증진을 추구하는 의사 

•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열린 의사

간호학과
연세 건학 이념과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과학적 원리와 전문성에 입각한 치료적 돌봄 관계를 통해 인간의 안녕을 촉진시키는 능

력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졸업 후 국내외 유수의 병원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임상간호사, 

보건교사, 산업보건간호사 등으로 국민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대학원 과정을 통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

한 졸업생들은 전문 간호사(중환자, 임상, 노인, 응급 등), 간호교육자 등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간호학사학위특별과정(RN-BSN)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전문인 교육과정으로 3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 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신 간호전

문지식과 학습 연구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율학습과 능력중심 교육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적극적이며 능

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문제해결 능력, 분석적 사고, 창의적 사고, 통합력 및 지도자적 역할을 함양하

여 보다 수준 높은 간호 전문인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치위생학과
2002년에 국내 최초로 4년제 학부과정으로 개설된 학과입니다. 1965년 연세대학교가 의학기술수련원 치과위생사 과정을 설

립하여 운영한 것이 한국 치위생학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교수 요원과 구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지도적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 구강보건 향상과 치위생학 및 치의학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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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Wonju College of Medicine, originating from collective efforts of Yonsei University Medical College and Wonju Severance 
Christian Hospital (the first medical institution in Gangwon province), was founded in March of 1978. Comprised of 
Department of Pre-Medical Science and Medicine, Department of Nursing and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its mission 
is to educate talents that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medical science and to deeply research the modern 
medicine, with emphasis on medical services based on Christian spirituality. 

Graduate Vision

Undergraduate Program

Department of Pre-Medical Science and Medicine
The mission of Department of Pre-Medical Science and Medicine is to educate and cultivate leaders that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our nation and the society as a whole, emphasizing both theory and practice while staying true to the 
founding principles of Christian spirituality and democratic mode of education.

Department of Nursing
Department of Nursing, established in 1994, is the first nursing school to offer 4-year bachelor’s degree in Gangwon province 
and is educating nursing personnel equipped not only with professional knowledge but also with leadership. RN-BSN (Special 
Degree Program), established in 1997, is offered to those who have graduated from nursing colleges, providing training on 
latest nursing techniques and also granting lifetime education for obtaining bachelor’s degrees.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was instituted in 2002 as the nation’s first bachelor’s degree program in the field, which was 
founded to enhance the oral health of the people as well as to play a central role in the evolution of Dental Hygiene and 
Dentis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