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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U 국제관계대학원 Dual Degree Program 관련 주요 사항 

[The Masters of International Service (MIS) – International Studies Track (MIS-IST)개요] 

·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이수한 12학점이 인정되고, AU에서 18학점을 수강하여 총 30점

을 만족하면 AU Degree가 수여되는 구조임(본교 국제관계대학원 졸업요건 등은 파견 전 특수대

학원 교학팀과의 면밀한 상담이 요구됨 

The Masters of International Service (MIS) is a relatively new graduate degree program that 

enables students from partner institutions to come to AU through a particular degree track called 

the International Studies Track (IST). Therefore we often refer to this program with our partners as 

the MIS IST.   You are correct that students from SMU could come here for two semesters (Fall, 

starting in late August and Spring, starting in early January) to complete a total of 18 credits to 

earn the full degree.  This is normally a 30 credit degree program, but since we would be 

accepting students who accepted to or have recently completed a SMU graduate degree, we 

would honor that degree by reducing the AU degree by 12 credits.  

 

[The Masters of International Service (MIS) - 수업관련] 자세한 사항 ANNEX 2 참고 

· 본교 국제관계대학원에서 Research Methods 혹은 Economics 관련 수업을 수강한 경우 해당 

교과목이 인정되어 AU MIS에서 선택한 Concentration of Study 수업을 더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음 

· MIS-IST 에서 Concentration area(Foreign and Security Policy, Regional Studies 등)을 선택할 

수 있음 

· Capstone Requirement (18학점에 포함)을 만족해야함. Substantial Research Paper 또는 

Practicum course 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음. 

For students who have already completed a sufficient course in Research Methods or Economics 

at SMU, they would be able to skip those requirements in our degree and take more courses that 

are relevant to their concentration of study. If they have not taken either of those courses they 

would simply take them here at AU. Student can choose any concentration area they like within 

the MIS IST.  Regardless of their concentration, they must complete a capstone requirement as 

part of their 18 credit degree. SMU students can choose either a Substantial Research Paper (like 

a thesis) or a Practicum course (which is like a professional consultancy project that is conducted 

in small student groups with an external client).  

 

[The Masters of International Service (MIS) – 등록금] 

· AU에서 수강하는 동안의 AU 등록금의 20%가 장학금으로 감면됨. 

For scholarships, SMU students would be eligible for any of our normal international student 

scholarships (see attached list). However, because SMU would be a partner institution, we are able 

to offer students a tuition scholarship, as well.  We currently offer partner institution students a 

20% scholarship towards their total tui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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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U 국제관계대학원 Dual Degree Program 파견관련 주요사항 

가. 선발/파견절차 

1) 국제관계대학원(또는 세부전공) 내부 승인 절차에 선발 

- 본교 국제관계대학원 누계평점 3.3/4.3 이상, TOEFL 100(IBT)/250(CBT)/600(PBT) 혹은 IELTS 7.0, 

Pearson Test of English-minimum 68 이상을 소지한 자 / 대학원생의 경우 본교의 정규학기 기간 

동안만 파견이 가능함(시작-종료학기 포함) 

2) 국제관계대학원 선발 결과 통보 (수신처: 특수대학원 교학팀장/국제협력팀장) 

- 가을학기 파견 기준: 직전 년도 10월 말까지 (참고: AU 마감 January 15) 

- 봄학기 파견 기준: 직전 년도 3월 말까지 (참고: AU 마감 September 15) 

3) AU – MIS 신청절차 안내 (국제협력팀->지원자) 

4) AU – MIS 지원 및 입학허가/비자취득/파견(지원자 본인) 

 

나. 기타 유의사항 

- 본교 국제관계대학원 졸업요건/AU 복수학위 프로그램 학점인정 방법은 특수대학원 교학팀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지원자 본인이 확인합니다. 

-  AU에서 수학하는 기간은 최소 1년이며, 해당 기간 동안 AU 필수 학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AU에서의 수학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AU에서 수학하는 최소 1년의 수학기간 동안 본교 또한 반드시 등록하셔야 하며, 본교 등록기간 

동안에 제공되는 복수학위생에 대한 100%(본교 등록금) 감면 장학금의 경우 선발 시 확정된 경우

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지급됩니다. 

 

다. 관련 문의 

- 국제협력팀: 최소영 대리 02-2077-7936 

- 특수대학원 교학팀: 02-710-9711 

 

붙임 1. AU 복수학위 협정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