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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Application Information

1  Information on FGLP Scholarship

 A. Scholarship Period : 2 years (4 semesters)
     ※ Scholarship students are generally not permitted to take a leave of absence for two years after admission. 

However, if they must take a leave of absence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period of absence 
will not be included in the scholarship period.

     ※ The student is responsible for covering all expenses incurred after the end of the scholarship period.

 B. Annual Scholarship : About 18,000,000KRW (About 13,500US$)

 C. Scholarship Payment

Scholarship Type Amount Payment Date

Tuition Scholarship (A) Tuition At the end of each semester

Scholarship 1 (from an advisor) (B) Varying on programs Every month

Scholarship 2 (GNU Development Funding) (C) 300,000KRW/month Every month

Total (D=A+B+C) About 18,000,000KRW/year

 * Scholarship 1 for BK21 programs covers tuition, so students are expected to pay their tuition using their BK21 scholarship.

 ※ Please note that the scholarship payment date may b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depending 
on the school's circumstances.

2  Important Notes

① FGLP is a scholarship selection process, and those who are selected as FGLP scholarship students 
must apply separately for admission to graduate programs for the Fall 2023 (in May). The admission 
guide will be provided only to students who have been successfully selected.

② All documents must be submitted either in Korean or English.

③ If the original documents are not in Korean or English, they must be translated into either Korean or 
English by the issuing institution or a notary agency.

④ Details regarding the evaluation and screening process will not be disclosed, and submitted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⑤ Applicants are required to provide accurate and valid contact information in their application forms 
because GNU may need to contact them during the screening period. If an applicant cannot be 
reached by GNU, they will be responsible for any disadvantages resulting from changes in their 
contact number, interruptions in communication, failure to check admission results, or failure to 
follow immigration procedures.

⑥ This guide is provided in both Korean and English. In case of any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the 
Korean version shall be considered the authoritative version.

⑦ Please note that if you are selected as a FGLP scholar and it is discovered that you submitted false 
documents or were selected by any improper means, your acceptance will be cance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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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rmation
✤ Tel.    : +82-55-772-0285  

✤ Address : Office of International & External Cooper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501, Jinju-daero, Jinju, Gyeongnam, 52828, Republic of Korea
✤ E-mail  : oiec@gnu.ac.kr
✤ Website : https://newgh.gnu.ac.kr/international/main.do

3 Application Schedule

Schedule Period Remarks
Application

Announcement February 27, 2023 • GNU Website : 
  https://newgh.gnu.ac.kr/international/main.do

Documents
Submission

February 27 – 
March 17, 2023

• Please submit all required documents by email to 
oiec@gnu.ac.kr in PDF format.

 ※ Be sure to scan your files and attach them to your email.
Evaluation & 

Screening
March 20 – 

March 30, 2023
• Screening eligibility (nationality, education, language, and CGPA)
• Evaluation by an applying department

Result 
Announcement March 31, 2023

• Selection of scholarship students
• Scholarship students will apply for admission for graduate 

programs, Fall 2023.

※ FGLP is only a procedure for selecting scholarship students, and those who are selected as an FGLP scholar 
must separately apply for admission of graduate programs (in May), Fall 2023. The admission guide will be 
delivered to successfully selected students only.

4 Eligibility for Application

A. Nationality : Applicants and both of their parents must hold non-Korean nationality. 
 ※ If an applicant has more than one citizenship, including Korean citizenship, as of the application deadline, 

they will not be eligible to apply.

B. Educational Requirement : An applicant who has completed (or is scheduled to 
complete) an undergraduate program equivalent to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university education in Korea, or who is deemed to have an equivalent educational 

⑧ If a successfully selected applicant fails to obtain an adequate student visa before their studies begin, 
their scholarship may be canceled.

⑨ FGLP scholars are advised to stay in a GNU dormitory for their first semester.

⑩ All international students are required to subscribe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uring their studies at 
GNU. If you do not have national health insurance, your visa extension or change may be rejected, 
and you may be ineligible for school scholarships and any other benefit programs offered by GNU.

⑪ New students are generally not allowed to take a leave of absence during their first semester. However, 
leaves of absence due to illness, military service, or a pandemic may be allowed.

⑫ Please note that matters not covered in this Application Guide are subject to GNU regulations. 
Therefore, we encourage all applicants and scholars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se regulations to 
ensure compliance with all requirements and policies.



3

background under relevant Korean laws, is eligible to apply.
 ※ An applicant who is scheduled to graduate must submit his/her bachelor’s diploma by August 31, 2023.

C. Language Requirement

❚ A language certificate obtained after September 1, 2021, will be only recognized.

 An applicant must meet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i) An English proficiency certificate: TOEFL (PBT 530, 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 (New TEPS 327) or higher, or
   ii) An applicant who holds the nationality of a country that uses English as his/her 

mother tongue or official language may submit a document issued by their home 
university as proof of English proficiency.

     ※ List of countries using English as their mother tongue or official language 
       (Referen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ebsite: www.mofa.go.kr)

      

Area Name of Countries
Asia, the Pacific India, Philippines, Pakistan, Singapore, Papua New Guinea, Fiji, etc.

Africa Ghana, Nigeria, South Africa, Zambia, Zimbabwe, Cameroon, Kenya, etc.

D. Grade Requirement : An applicant whose overall grade in all undergraduate courses 
must meet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 C.G.P.A* 2.64/4.0, 2.80/4.3, 2.91/4.5, 3.23/5.0 or higher, or 
   * C.G.P.A. : Cumulative Grade Point Average

 ○ Higher than 80% of a percentile converted score or within the top 20% in the class, or

 ○ If the applicant's grade certificate does not provide a C.G.P.A. or percentile score as 
mentioned above, an additional document that proves the applicant's overall grade must 
be submitted by their home university.

E. Health Requirement
 ○ An applicant must be in good health condition,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to study 

in Korea. Those who have a medical history of infectious diseases, mental illnesses, or 
physical disabilities that may affect their studies or pose a threat to public health and 
safety may not be eligible to apply. 

5 Programs Offered and Scholarship Quota

A. Programs Offered : Master’s Programs Only

No. Study Area Division (Department) Major Note

1
Life Science

Applied Life Science Applied Life Science BK21*

2 Pharmacy Pharmacological Sciences

2 Engineering Materials Engineering and 
Convergence Technology

Materials Engineering and 
Convergence Technology BK21

4 Medicine Veterinary Medicine Preventive Veterinary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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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K (Brain Korea) 21 : This is one of the largest government-funding research projects to foster quality 
researchers in master’s and Ph.D. programs in the Republic of Korea.

    ※ The medium of instruction of the programs offered will be in English.

B. Scholarship Quota (No. of Scholarship Students) : 10 students in master’s programs only
    ※ The number of scholarship students may be reduced if there are fewer qualified applicants.

6 Documents Required

❚ All documents must be written in either Korean or English.
❚ Where the original documents are not in Korean or English, they must be translated into Korean or English 

by the issuing institution or a notary agency. 

No. Required Documents Mandatory Remarks

① Application Form [Form 1] O

② Personal Statement and Self-Introduction [Form 2] O

③ Study and Research Plan [Form 3] O

④ Consent for Personal Data Use and Transfer [Form 4] O

⑤ Questionnaire [Form 5] O

⑥ Certificate of Degree or Expected Graduation O · Undergraduate Program

⑦ Academic Transcript O · Undergraduate Program

⑧ Certificate of Language Test O · TOEFL (PBT 530, CBT 197, 
iBT 71), IELTS 5.5 or higher

⑨ Photocopy of Applicant’s Passport △ · If applicable

⑩ Certificate of Applicant and Parents’ Nationality O · Both parents must be foreign 
nationals.

⑪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hip O

Note

❚Necessity: ○ (Required)  △ (If applicable)
❚All documents must be written either in Korean or English.
❚Where the original documents are not in Korean or English, they should be translated into Korean or 

English by the issuing institution or a notar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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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valuation and Screening

A. Evaluation Procedure

Contents Department Evaluation Criteria
Screening 
Eligibility

Dept. of International 
& External Cooperation Screening nationality, education, language, and C.G.P.A.

Evaluating 
Study Ability Applying Department Study & research plan 40%, academic transcript 40%, and 

language ability 20% (total 100%) 

B. Selection Method

  1) An applicant who meets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receives an evaluation score 
of more than 80 points from the department (program) to which they are applying 
will be considered as a successful candidate.

  2) Where the number of applicants who meet the above standards exceeds the scholarship 
quota, scholarship students shall be selected in the order of C.G.P.A. or 
percentile-converted grade of their undergraduate programs. However, at least one 
scholar will be assigned to each department (program).

8 Result Announcement and Follow-up

A. Result Announcement

Date of Announcement How to Announce Remarks

March 31, 2023 Email to the selected 
applicants

Selected students are advised to pay 
attention to instructions given by GNU

B. Follow-up for Selected Applicants

 ○ Applicants who are successfully selected for the FGLP scholarship must apply separately for 
admission to graduate programs in May for Fall 2023. The admission guide will be delivered to 
successfully selected students only.

   - Document preparation for the admission of graduate programs: from March 31 to May, 2023

   - Submission of required documents (by postal service): To be announced (due in May)

   - List of required documents will be provided to selected students.

    ❚ Notice regarding submitting documents required for graduate program admission❚

    

❚Bachelor’s diploma, academic transcript, and certificate of applicant and parents’ nationality and 
relationship must have an Apostille or verification stamp by the Korean Embassy in your home 
country.

❚Financial document (US$18,000): A selected applicant must submit a bank balance of at least 
US$4,500 themselves, and GNU will provide a certificate for the remaining US$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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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Information on Campus Life

1  Tuition

[Year of 2023, KRW]  

Study Area Admission Fee Tuition Total
Natural Sciences 180,000 2,663,000 2,843,000

Engineering 180,000 2,866,000 3,046,000
Veterinary Medicine 180,000 3,649,000 3,829,000

2  Student Dormitories

 A. Number of Total Beds : 5,280 (Year of 2021)
   - Gajwa Campus (3,581 beds)               

   - Chilam Campus (1,205 beds)

   - Tongyeong Campus (494 beds)
     ※ The priority for dormitory accommodation will be given to international students.

 B. Boarding Expenses of Gajwa Dormitorie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 General dormitories : 555,750~569,790KRW (varying depending on dormitory facilities)

   - BTL dormitories : 582,660~685,620KRW (twin-bed rooms) 

   - Meal plans : 408,000 – 660,000KRW depending on meal options (One of meal plans is required.)

3  Benefit Programs for International Students

 ❚ Orientation for New Students (February and August)

  - For whom: All foreign freshmen
  - Contents: Immigration, basic rules for residents(public etiquett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urse 

registration, campus tour, Korean language programs, cultural experience events, and information on 
campus life

 ❚ GNU Buddy

  Mutual cultural and learning exchange activities between foreign students and Korean students on a 
one-on-one basis

 ❚ Culture Programs

  - Excursions to local attractions
  - Field trips to industry, temple stay, etc.

 ❚ International Students Association (ISA) Programs

  - Holidays (Seollal, Chuseok), sports competitions, Daedongje (campus festival), farewell parties, etc.
  - ⌜International Students Day⌟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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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Forms

【Form 1】

Application for Future Global Leaders 
Program (FGLP)-Global Scholars Admission 2023
2023년 개발도상국 차세대리더 육성사업(FGLP)-글로벌 리더전형 신청서

사진
photo

(3×4cm)

 ※ 문서작성 소프트웨어(MS Word)로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할 것 Please fill out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by using MS Word.

                                                           Application No:           (Leave it blank)           

I.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1. 여권상 이름 Name on Passport
 (must be identical with your passport)

 한글 in Korean :
 영문 in English :

 2. 여권번호 Passport No.  3. 국적 Nationality
 4. 성별 Gender □ 남 Male      □ 여 Female    5. 생년월일 Date of Birth  (YYYY/MM/DD)
 6. 전화번호 Telephone No.  7. 휴대폰 번호 Mobile Phone No.
 8. 이메일 Email
 9. 주소 Mailing Address
II. 학력사항 Educational Background : Undergraduate Program Only      

 1. 대학명 Name of University  2. 학과/전공 Department/Major    

 3. 수학기간 Study Period from         to  4. 학위수여(예정)일
(Expected)Date of Degree awarded

 5. 대학담당자 전화 
    Phone No. of Home Univ.

 6. 대학담당자 이메일
    Email of Home Univ.

III. 지원내용 Applying Program
 1. 학위과정 Program Type Master’s Program Only  3. 지원전공 Applying Major
 2. 지원학부(과)
   Applying Department

 4. 희망지도교수 
    Preferred Professor (if any) optional

IV. 어학능력 Language Proficiency
언어 Language 시험종류 Type of Language Test 점수 또는 등급 Score or Grade 취득일자 Date of Test Result

영어 English
TOEFL
IELTS

Other (TEPS, CEFR B2 etc.)
V. 가족관계 Family Relationship

관계 Relationship 부 Father 모 Mother
성명 Name

국적 Nationality

해당자만 표기
Check if applicable

사망 Deceased □ □
이혼 Divorced □

Ⅵ. 건강상태 Health Condition
 저는 한국에서 장기간 유학이 가능할 정도로 심신이 건강합니다. 
 I am mentally and physically healthy enough to study in Korea.          (Please check √ if you are healthy enough.)

저는 이 지원서에 명시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stated in this application is tru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지원자명 Name of Applicant :                       

                              서    명 Signature          :                                  

                              일    자 Date(YYYY/MM/D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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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2】
2023년 개발도상국 차세대리더 육성사업(FGLP)-글로벌 리더전형

지원동기 및 자기소개서 Personal Statement and Self-Introduction

※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시오. Please fill out this form either in Korean or English.

인적사항
Personal Info.

성명 Name
국적 Nationality
전적 대학명 Previous University
지원학과 Applying Department
지원전공 Applying Major

1 지 원 동 기
Personal Statement  

2 자 기 소 개
Self-Introduction  

20  년    월    일

(YYYY/MM/DD) 
성명 Name :                       서명 Sign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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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3】
2023년 개발도상국 차세대리더 육성사업(FGLP)-글로벌 리더전형

학업수행계획서 Study and Research Plan

※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시오. Please fill out this form either in Korean or English.

인적사항
Personal Info.

성명 Name
국적 Nationality
전적 대학명 Previous University
지원학과 Applying Department
지원전공 Applying Major

20  년    월    일

(YYYY/MM/DD) 

성명 Name :                       서명 Sign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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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Consent to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Data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Consent on Personal Data Collection and Use 
해당 동의서는 원서 접수 및 입학 전형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이 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This consent form will only be used for an application and admission process.

1. 개인정보의 종류 Types of Personal Data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추가 연락처, 출신지역,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대학명, 졸업 또는 졸업예정연도)
Name in full,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case of foreign students: alien registration number 
or passport number), mailing address, phone number, cell phone number, e-mail address, 
additional contacts, place of birth, and school information (classification of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the name of the high school/university you are in or have graduated, and 
graduation(expected) year.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Purpose for Personal Data Collection and Use
지원서 접수 및 전형(학력조회, 제출서류 진위여부 등), 장학, 학사 통계업무,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안내를 위해 개인정보가 사용됩니다.
Personal data will be used for an application and admission process (check on academic 
backgrounds, authenticity of documents, etc.) including scholarships, statistics related to academic 
affairs and other information provided by GNU.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Period of Possession and Use of Personal Data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Personal data will be disposed without any delay when the purpose of its collection and use is fulfilled.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Do you agree on personal data collection and use?

□ 동의함(Agree) □ 동의하지 않음(Disagree)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If you disagree on personal data collection and use, you are not be able to submit your application.

▸개인정보 수집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Do you agree on consignment of handling collected personal data?

□ 동의함(Agree) □ 동의하지 않음(Disagree)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If you disagree on consignment of handling collected personal data, you are not be able to submit application.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Consent on Providing Personal Data to Third Parties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을 거

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필수적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선택적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에 대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GNU provides personal data to third parties as follows. You have the right to reject the provisions of 

personal data to a third party. However, if you disagree on the necessary provisions of personal data, 

you may not be able to apply for our admission. In addition, if you disagree on the selective provisions 

of personal data, it may cause administrative inconvenience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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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A person who receives 
personal information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Receiver’s purpose of personal 

information use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Receiver’s possession and 

utilization period

출신대학
One’s affiliated 

university

학력조회
Education Verification

성명, 생년월일, 학적, 수
학기간, 졸업일 등
Full name, date of 

birth, School register, 
study period, date of 

graduation, etc.)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Until the receiver’s purpose is 
achieved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Do you agree on the provision of personal data to a third party?

□ 동의함(Agree) □ 동의하지 않음(Disagree)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If you disagree on the provision of personal data to a third party, you are not be able to submit an application.

나는 이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의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I have read and understood the “Consent to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Data” and agree on it.

20  년    월    일

(YYYY/MM/DD) 

성명 Name :                       서명 Sign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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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5】 

2023년 개발도상국 차세대리더 육성사업(FGLP)-글로벌 리더전형

지원경로 설문조사서 Questionnaire

※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시오. Please fill out this form either in Korean or English.

1.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인적사항
Personal Info.

성명 Name

국적 Nationality

전적 대학명 Previous University

지원학과 Applying Department

지원전공 Applying Major

2. 개발도상국 차세대리더 육성사업(FGLP) 추천 경로 Who recommended FGLP to you?

질문 Questions 답변 Answers

추천 기관명
Name of institution that has 
recommended FGLP

추천자 성명
Name of person that has 
recommended FGLP 
(Recommender)

추천자 직위
Title/Position of the recommender

추천자 소속부서
Department where the 
recommender belongs

추천자 이메일
Email of the recommender

추천자 전화번호
Phone no. of the recommender

추천자와 지원자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the applicant 
and recomm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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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Map



 

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가좌동)

대외협력과 Tel. (055)772-0285, Fax. 055)772-0269

Email oiec@gnu.ac.kr / https://newgh.gnu.ac.kr/international/main.do

http://eng.g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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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형 안내

1  FGLP 장학금 안내

 가. 장학기간 : 2년(4학기) 

     ※ 장학생은 원칙적으로 입학 후 2년간 휴학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하는 경우 휴학기간은 

장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장학기간 종료 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나. 연간 장학금액 : 약 18,000,000 (미화 약 13,500달러)

 다. 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 유형 장학금액 지급시기

등록금 장학금(전일제장학금)*(A) 등록금 전액 매 학기말

생활비(교수 연구비) (B) 학부(과)별 상이 매월

생활비(발전기금) (C) 매월 300,000원 매월

합  계 (D=A+B+C) 연간 약 18,000,000원

 * BK21 학부(과) 소속 학생의 등록금은 생활비(교수 연구비)에 포함되어 있음

 ※ 장학금 지급시기는 대학의 사정에 따라 사전 안내 없이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자 유의사항

① FGLP는 장학생 선발만을 위한 절차이며, FGLP 합격자는 2023학년도 후기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

원하여 입학을 위한 절차(2023. 5월)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합격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② 모든 서류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③ 제출서류 원본이 한글 또는 영어가 아닌 경우 해당 서류는 발급기관의 한글·영어 번역본 또는 공증기관

의 공증(번역본 포함)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선발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⑤ 전형기간 중 연락처는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변

경·연락두절·합격자 명단의 미확인·입국 절차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⑥ 이 모집요강은 한글 및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한글로 작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⑦ 장학생으로 선발되더라도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⑧ 우리 대학에 합격한 후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일) 전일까지 관련기관의 사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비자발급이 

되지 않아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 및 입학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⑨ 합격자는 학생생활관(기숙사) 입실을 권장합니다.

⑩ 입학한 외국인유학생은 재학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학생은 비자연장 불가, 장학금 지급 및 유학생프로그램의 지원이 제한됩니다. 

⑪ 신입생은 입학하는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단, 병역의무, 질병, 감염병 등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

⑫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국립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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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전    화 : +82-55-772-0285

✤ 주    소 : 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대외협력과(1동 220호)

✤ E-mail    : oiec@gnu.ac.kr

✤ 홈페이지 : https://newgh.gnu.ac.kr/international/main.do

3 전형일정

구 분 기 간 세부 내용

선 발 공 고 2023. 2. 27.
• 홈페이지 공고 : 
  https://newgh.gnu.ac.kr/international/main.do

지 원 서 류 접 수 2023. 2. 27. - 3. 17.
• 제출방법: 이메일(oiec@gnu.ac.kr)로 제출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

선 발 심 사 2023. 3. 20. - 3. 30. • 지원자의 자격심사(국적, 학력, 언어, 성적 등)
• 학과별 전공수학능력 심사

합 격 자 발 표 2023. 3. 31.
• 장학생 확정
• 입학절차를 위한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 FGLP는 장학생 선발만을 위한 절차이며, FGLP 합격자는 2023학년도 후기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

하여 입학을 위한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합격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4 지원자격

가. 국적 : 지원자 본인 및 부모 모두 외국인

          ※ 접수 마감일 기준이며, 한국을 복수 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나. 학력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학부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지원 자격을 갖춘 자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는 2023. 8. 31.까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다. 언어능력 

❚ 2021. 9. 1. 이후 취득한 어학성적증명서만 인정함

다음 중 한 가지 어학조건을 충족할 것

   i) 영어능력시험 TOEFL (PBT 530, 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新 TEPS 

327점)이상 성적표, 또는

   ii)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대학의 발급서류

mailto:hdkim@g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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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현황(외교부 홈페이지 국가정보 참조: www.mofa.go.kr)

      

지역 국 가

아시아, 태평양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싱가포르, 파푸아뉴기니, 피지 등

아프리카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잠비아,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등

라. 성적 : 학부과정의 모든 학년 종합 성적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C.G.P.A* 2.64/4.0, 2.80/4.3, 2.91/4.5, 3.23/5.0 이상 

   * C.G.P.A. : Cumulative Grade Point Average(종합 평균 평점)

 ○ 백분율 환산* 점수 80% 이상 또는 석차 상위 20% 이내인 자 

   * [첨부1] 백분율 환산은 GPA 환산표 참고

 ○ 성적표에 종합 평균평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성적을 C.G.P.A. 또는 백분율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 성적에 대한 최종학교의 공식적인 설명 자료 추가 제출

마. 건강

 ○ 한국에서 장기간 유학이 가능할 정도로 심신이 건강한 자

5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가. 모집단위 : 석사학위과정

  

연번 계열 학부(과) 전공 비고

1
자연과학

응용생명과학부 응용생명과학, 생화학, 식물병리학, 
식물생명공학, 원예분자육종 BK21참여학과*

2 약학과 약물과학 -

3 공학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나노신소재융합공학전공 BK21참여학과

4 수의학 수의학과 예방수의학전공 -

    * BK(Brain Korea, 두뇌한국)21사업 :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사, 

박사과정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 인력양성 사업

    ※ 위 모집단위는 모두 영어로 강의를 제공함

나. 모집인원 : 석사학위과정 10명 이내 선발

    ※ 학과의 전공수학능력평가 등을 통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인원은 줄어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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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
❚ 한글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또는 영어 번역·공증 서류 첨부 

연번 제 출 서 류 필수여부 비  고

① 신청서 [서식1] O

② 지원동기 및 자기소개서 [서식2] O

③ 학업수행계획서 [서식3] O

④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서식4] O

⑤ 지원경로 설문조사서 [서식5] O

⑥ 학부과정 수료(예정)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O

⑦ 학부과정 성적 증명서 O

⑧ 어학능력 입증서류 O · TOEFL(PBT 530, CBT 197, iBT 71), IELTS 5.5 
이상 등 공인영어시험 성적증명서

⑨ 지원자의 여권 사본 △ · 소지자에 한함

⑩ 부모의 국적증명서 O · 부모 모두 외국인이어야 함

⑪ 가족관계증명서 O

유의

사항

❚필수제출 여부: ○(필수)  △(해당자)

❚모든 서류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함

❚제출서류 원본이 한글 또는 영어가 아닌 경우 해당 서류는 발급기관이 작성한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 또는 공증기관의 한글 또는 영어 공증번역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7 전형 및 선발방법

가. 전형방법

구 분 담당부서 전형 요소

지원자격 심사 대외협력과  국적, 학력, 언어, 성적 등 지원자격 적격 여부 판정

수학능력 평가 각 학과  학업수행계획 40%, 학부과정 성적 40%, 어학능력 20% (총 100점)

나. 선발방법

  1) 지원자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모집단위별 수학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총점 80점 이상인 자 선발

  2) 위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 수가 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자의 학부과정 평균평점 또는 

백분율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모집단위별 1명 이상 배정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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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준비사항

가. 합격자 발표

발표일시 발표방법 비 고

2023. 3. 31.(금) 합격자 개별 이메일
합격자 명단과 함께 공지되는 안내사항을 준수
하여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나. 합격자 준비사항

 ○ 장학생 합격자는 2023학년도 후기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입학절차 진행해야 함

   - 특별전형 서류 준비기간: ’22. 3. 31. ~ 5.

   - 서류제출기간(우편제출): 별도 안내(5월 중)

   - 제출서류: 장학생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

    ※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지원자와 부모의 국적 및 관계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 필수

❚재정입증 : US$18,000 이상 증명해야 하므로 FGLP 장학금 약 US$13,500에서 부족한 금액(약

US$4,500)은 장학생 본인이 별도로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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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타 안내사항

1  등록금 현황

[2023학년도 기준, 단위 : 원]  

계열 입학금 등록금 계

자  연 180,000 2,663,000 2,843,000

공  학 180,000 2,866,000 3,046,000

수  의 180,000 3,649,000 3,829,000

2  학생생활관 안내

 가. 수용인원: 5,280명(2021년 기준)

   - 가좌캠퍼스(정원 : 3,581명) 

   - 칠암캠퍼스(정원 : 1,205명) 

   - 통영캠퍼스(정원 : 494명)

     ※ 외국인 유학생은 우선 배정되므로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기숙사 제공

 나. 가좌캠퍼스 생활관비(변동될 수 있음)

   - 일반기숙사 : 555,750원 - 569,790원(생활관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음)

   - BTL기숙사  : 582,660원 - 685,620원(2인실 기준)

   - 식비(평균)  : 1일 1.05식(408,000원) - 1일 2.63식(660,000원) (최소 1식 의무 선택)

3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생활 안내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2월, 8월)

  - 대상: 외국인 신입생 전원

  - 내용: 출입국/체류 및 기초질서, 국민건강보험, 수강신청, 캠퍼스 투어, 한국어교육과정, 문화체험, 지원 

행사 안내 등 학업, 생활 전반 안내 및 교육 실시

 ❚ GNU Buddy(유학생 도우미) 프로그램

  -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의 1대 1 매칭을 통한 상호 문화 및 학습 교류 활동

 ❚ 문화체험 프로그램

  - 지역 문화탐방

  - 산업체 견학, 템플스테이 등

 ❚ 외국인 유학생회(ISA) 지원 프로그램

  - 명절(설, 추석), 체육대회, 대동제, 송별회 등

  - ⌜외국인 유학생의 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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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각종 서식

【서식1】

Application for Future Global Leaders 
Program (FGLP)-Global Scholars Admission 2023
2023년 개발도상국 차세대리더 육성사업(FGLP)-글로벌 리더전형 신청서

사진
photo

(3×4cm)

 ※ 문서작성 소프트웨어(MS Word)로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할 것 Please fill out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by using MS Word.

                                                           Application No:           (Leave it blank)           

I.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1. 여권상 이름 Name on Passport
 (must be identical with your passport)

 한글 in Korean :
 영문 in English :

 2. 여권번호 Passport No.  3. 국적 Nationality
 4. 성별 Gender □ 남 Male      □ 여 Female    5. 생년월일 Date of Birth  (YYYY/MM/DD)
 6. 전화번호 Telephone No.  7. 휴대폰 번호 Mobile Phone No.
 8. 이메일 Email
 9. 주소 Mailing Address
II. 학력사항 Educational Background : Undergraduate Program Only      

 1. 대학명 Name of University  2. 학과/전공 Department/Major    

 3. 수학기간 Study Period from         to  4. 학위수여(예정)일
(Expected)Date of Degree awarded

 5. 대학담당자 전화 
    Phone No. of Home Univ.

 6. 대학담당자 이메일
    Email of Home Univ.

III. 지원내용 Applying Program
 1. 학위과정 Program Type Master’s Program Only  3. 지원전공 Applying Major
 2. 지원학부(과)
   Applying Department

 4. 희망지도교수 
    Preferred Professor (if any) optional

IV. 어학능력 Language Proficiency
언어 Language 시험종류 Type of Language Test 점수 또는 등급 Score or Grade 취득일자 Date of Test Result

영어 English
TOEFL
IELTS

Other (TEPS, CEFR B2 etc.)
V. 가족관계 Family Relationship

관계 Relationship 부 Father 모 Mother
성명 Name

국적 Nationality

해당자만 표기
Check if applicable

사망 Deceased □ □
이혼 Divorced □

Ⅵ. 건강상태 Health Condition
 저는 한국에서 장기간 유학이 가능할 정도로 심신이 건강합니다. 
 I am mentally and physically healthy enough to study in Korea.          (Please check √ if you are healthy enough.)

저는 이 지원서에 명시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stated in this application is tru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지원자명 Name of Applicant :                       

                              서    명 Signature          :                                  

                              일    자 Date(YYYY/MM/D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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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2023년 개발도상국 차세대리더 육성사업(FGLP)-글로벌 리더전형

지원동기 및 자기소개서 Personal Statement and Self-Introduction

※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시오. Please fill out this form either in Korean or in English.

인적사항
Personal Info.

성명 Name
국적 Nationality
전적 대학명 Previous University
지원학과 Applying Department
지원전공 Applying Major

1 지 원 동 기
Personal Statement  

2 자 기 소 개
Self-Introduction  

20  년    월    일

(YYYY/MM/DD) 
성명 Name :                       서명 Sign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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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2023년 개발도상국 차세대리더 육성사업(FGLP)-글로벌 리더전형

학업수행계획서 Study and Research Plan

※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시오. Please fill out this form either in Korean or in English.

인적사항
Personal Info.

성명 Name
국적 Nationality
전적 대학명 Previous University
지원학과 Applying Department
지원전공 Applying Major

20  년    월    일

(YYYY/MM/DD) 

성명 Name :                       서명 Sign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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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Consent to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Data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Consent on Personal Data Collection and Use 
해당 동의서는 원서 접수 및 입학 전형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이 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This consent form will only be used for an application and admission process.

1. 개인정보의 종류 Types of Personal Data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추가 연락처, 출신지역,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대학명, 졸업 또는 졸업예정연도)
Name in full,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case of foreign students: alien registration number 
or passport number), mailing address, phone number, cell phone number, e-mail address, 
additional contacts, place of birth, and school information (classification of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the name of the high school/university you are in or have graduated, and 
graduation(expected) year.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Purpose for Personal Data Collection and Use
지원서 접수 및 전형(학력조회, 제출서류 진위여부 등), 장학, 학사 통계업무,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안내를 위해 개인정보가 사용됩니다.
Personal data will be used for an application and admission process (check on academic 
backgrounds, authenticity of documents, etc.) including scholarships, statistics related to academic 
affairs and other information provided by GNU.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Period of Possession and Use of Personal Data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Personal data will be disposed without any delay when the purpose of its collection and use is fulfilled.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Do you agree on personal data collection and use?

□ 동의함(Agree) □ 동의하지 않음(Disagree)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If you disagree on personal data collection and use, you are not be able to submit your application.

▸개인정보 수집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Do you agree on consignment of handling collected personal data?

□ 동의함(Agree) □ 동의하지 않음(Disagree)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If you disagree on consignment of handling collected personal data, you are not be able to submit application.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Consent on Providing Personal Data to Third Parties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을 거

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필수적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선택적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에 대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GNU provides personal data to third parties as follows. You have the right to reject the provisions of 

personal data to a third party. However, if you disagree on the necessary provisions of personal data, 

you may not be able to apply for our admission. In addition, if you disagree on the selective provisions 

of personal data, it may cause administrative inconvenience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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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A person who receives 
personal information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Receiver’s purpose of personal 

information use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Receiver’s possession and 

utilization period

출신대학
One’s affiliated 

university

학력조회
Education Verification

성명, 생년월일, 학적, 수
학기간, 졸업일 등
Full name, date of 

birth, School register, 
study period, date of 

graduation, etc.)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Until the receiver’s purpose is 
achieved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Do you agree on the provision of personal data to a third party?

□ 동의함(Agree) □ 동의하지 않음(Disagree)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If you disagree on the provision of personal data to a third party, you are not be able to submit an application.

나는 이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의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I have read and understood the “Consent to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Data” and agree on it.

20  년    월    일

(YYYY/MM/DD)

성명 Name :                       서명 Sign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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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2023년 개발도상국 차세대리더 육성사업(FGLP)-글로벌 리더전형

지원경로 설문조사서 Questionnaire

※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시오. Please fill out this form either in Korean or in English.

1.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인적사항
Personal Info.

성명 Name

국적 Nationality

전적 대학명 Previous University

지원학과 Applying Department

지원전공 Applying Major

2. 개발도상국 차세대리더 육성사업(FGLP) 추천 경로 Who recommended FGLP to you?

질문 Questions 답변 Answers

추천 기관명
Name of institution that has 
recommended FGLP

추천자 성명
Name of person that has 
recommended FGLP (Recommender)

추천자 직위
Title/Position of the recommender

추천자 소속부서
Department where the recommender 
belongs

추천자 이메일
Email of the recommender

추천자 전화번호
Phone no. of the recommender

추천자와 지원자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the applicant 
and recomm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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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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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가좌동)

대외협력과 Tel. (055)772-0285, Fax. 055)772-0269

Email oiec@gnu.ac.kr / https://newgh.gnu.ac.kr/international/main.do

http://eng.g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