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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82-921-2352 

Email: gsc@korea.ac.kr 

Dongwon Global Leadership Hall #201,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확인서 
Confirmation Form for Academic Advisor on Student’s Thesis Schedule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성 Last Name 이름 First Name 

외국인등록번호 ARC Number 학번 Student Number 연락처 Contact Number 

국적 Nationality 생년월일 Date of Birth 이메일 Email 

학위 관련 정보 Academic Information 

과정 Program □ 석사 (MS) □ 박사 (PhD) □ 석∙박통합 (MS∙PhD Integrated)

입학일자 Matriculation Date 졸업예정일자 Expected Graduation Date 졸업학점 C.GPA 

논문지도일정 Thesis Schedule 

일정 Date 지도 내용 Remarks 

위 학생은 수료 후 본인의 지도하에 상기와 같이(석사/박사/석∙박통합)학위 논문 준비중에 있음을 확
인하며, 위 학생이 국내에서 체류하여 논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hereby confirm that the student above has completed his/her courses of study and is currently preparing for his/her 
(Master/Ph.D) thesis/dissertation under my guidance, therefore, I request the Ministry of Justice to extend the 
student's permitted period of sojourn so that he/she can finish writing his/her thesis/dissertation. 

20YY.MM.DD 

지도교수 
Academic Advisor 

소속 및 직위 
Title/Department 

성명 
Full Name 

(인 또는 서명) 
Stamp or signature 

연락처 
Contact 

유학 담당자 
Administration 

소속 및 직위 
Title/Department 

성명 
Full Name 

(인 또는 서명) 
Stamp or signature 

연락처 
Contact 



Tel: +82-2-3290-5173~4 
Fax: +82-921-2352 

Email: gsc@korea.ac.kr 

*이 의견서는 GSC 제출용입니다. 외국인·출입국청에 제출하는 양식이 아닙니다/
*Submit this form to GSC. DO NOT submit it to the immigration office.

수료/수료연구(재학)생 지도교수 의견서 
Completed/Completed Research Student 
Academic Advisor Statement 

FOR GSC STAFF ONLY 

확

인 
GSC STAFF SIGNATURE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성 Last Name 이름 First Name 학과 Major 

학번 Student Number 연락처 Contact Number 이메일 Email 

국적 Nationality 생년월일 Date of Birth 외국인등록번호 뒤 7자리 Last 7 digits of ARC 

학위 관련 정보 Academic Information 

과정 Program □ 석사 (MS) □ 박사 (Ph.D) □ 석∙박통합 (MS∙Ph.D Integrated)

외국어, 종합시험 
Foreign Language and Comprehensive Exams 

□ 통과 Pass
□ 미통과 No pass

(응시예정일자 expected exam date: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위수여를 위한 논문 현재 진행 단계 Current Progress for the Degree Dissertation 
*해당되는 부분 하나만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check ONE box - only that applies to you 

주제 결정 
Choosing the topic □ 자료 수집 

Gathering the data □ 

논문 작성 
Writing thesis □ 논문 심사 

Dissertation examination □ 

학위취득 예상일자
Expected graduation date ___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지도교수 의견 기재란 Academic Advisor Statement 
*지도교수가 직접 작성하는 칸입니다 This part must be written by academic advisor 

외국인학생의 한국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양식입니다 . 이를 고려하여 해당 학생의 

수학 능력 및 태도 , 학교생활 , 학위취득 가능성 등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페이지 예시 참고) 

지도교수 
Academic Advisor 

소속 및 직위 
Department/Title 

이메일 
Email 

성명 
Full Name 

(인 또는 서명) 
Stamp or signature 

연락처 
Contact 



Tel: +82-2-3290-5173~4 
Fax: +82-921-2352 

Email: gsc@korea.ac.kr 

지도교수 의견 기재란 내용 

예시1) 

예시2) 

지도교수 의견 기재란 Academic Advisor Statement 
*지도교수가 직접 작성하는 칸입니다 This part must be written by academic advisor 

위 학생은 현재 00학과 00과정 학생으로, 수료 이후 본인의 지도하에 학위 수여를 위한 논문을 준비하

고 있습니다. 현재 학기당 4번의 워크숍과 정기적인 연구회 참여를 계획하고 있으며, 학위청구논문 작

성을 위해 1년의 기간 동안 개인지도를 행할 예정입니다. 

지도교수 의견 기재란 Academic Advisor Statement 
*지도교수가 직접 작성하는 칸입니다 This part must be written by academic advisor 

위 학생은 평소 능통한 한국어와 뛰어난 수학 능력으로 동료들과의 관계 또한 원만한 뛰어난 학생입니

다. 현재 학위 수여를 위해 지속해서 논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본인의 지도로 마무리 단계 진행 중입니

다. 다음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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