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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모집요강
2021-2022 학년도

GHENT UNIVERSITY, UGENT
겐트대학교, 벨기에 겐트시
겐트대학교는 1817년 벨기에 겐트시에 설립된 200년 역사의 유럽 명문 대학으로 11개 단과대학, 230개 학과, 46,000여 재학생과 15,000명의 교직원이
재직하는 벨기에 대표 국립종합대학입니다. 겐트대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과 논문 실적을 보유 함은 물론,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고 특히나 생명과학·공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명문대학입니다. 이러한 겐트대학교의 위상은 각종 세계 대학 평가
순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계 대학 평가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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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AMPUS

GHENT UNIVERSITY GLOBAL CAMPUS, GUGC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대한민국 인천시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는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 추진한 해외 우수대학 국내 유치사업에 초청되어
2014년 9월 벨기에 본교와 동일한 커리큘럼과 교수진을 갖춘 확장형캠퍼스를 겐트대학교를 대표하는 생명공학 3개 학과와 함께
인천 송도에 개교하였습니다.

GUGC 개설 전공
분자생명공학 | Molecular Biotechnology
식품공학 | Food Technology
환경공학 | Environmental Technology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의 모든 과정은 해외 유학을 꿈꾸는 한국 학생들에게 해외 유학 없이도 국내에서 본교와 동일한
유럽학사학위를 수여 받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초석을 탄탄하게 준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고 2014년 52명에서
시작한 재적 인원이 개교 7년차인 현재 700여명으로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겐트대 글로벌캠퍼스는 이러한 국내에서의 성장에 멈추지
않고 중국, 베트남 등의 동아시아 학생들 유치는 물론 벨기에 본교와 유수의 세계 명문 대학들과의 교환 학생 제도 신설 등에
힘을 쏟아 진정한 글로벌캠퍼스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특장점
벨기에 최고 국립대학 확장형 캠퍼스
국내 유일 유럽 이학사(BSc) 수여 과정
본교와 동일 수준의 교과과정 과 교수진
100% 영어강의, 교과과정 50% 이상 연구 및 실험
4학년 1학기 벨기에 본교 수학, 본교 석사 과정 지원 시 우대

GUGC BACHELOR PROGRAMS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는 생명공학분야 3개 학과를 학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겐트대학교 학부과정은 재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응용생명공학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교육과정으로 설계되어
생명공학 과목과 이론 학습은 물론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함양 시킵니다.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신입생은 입학 후 첫 2년간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수학, 정보학, 대학영어 등으로 구성된 1, 2학년 공통 교과
과정을 이수하여 기초를 다지고 3학년 주 전공 선택 후에는 3, 4학년 공통 교과과정을 수강하게 됩니다.

1, 2 학년 공통 과목

3, 4 학년 공통 과목

Mathematics 1, 2, 3
Informatics
Physics 1, 2, 3, 4
General Biology
Inorganic Chemistry 1, 2
English for Academic Studies 1, 2
Organic Chemistry 1, 2
Microbiology
Plant Biology
Animal Biology
Chemical Analytical Methods
Biochemistry
Major Teaser Course(MBT/ET/FT)

Probability and Statistics
Company Visits and Scientific Seminars
Process Engineering
Process Modelling and Control
Economics and Marketing
Case Studies and Company Visits
Research Methodology and Project
Project Management, Entrepreneurship and Intellectual Property

공통 과목 교수진

Prof. dr. Rao

Prof. dr. De Neve

Prof. dr. Van Messem

Prof. dr. Kumar

Prof. Dunne

Prof. Ozelton

주 전공을 선택한 3학년부터는 각 전공별 심화 과정 이수를 통해 학문적 깊이와 전문성을 다지게 됩니다. 마지막 4학년 1학기는
벨기에 본교에서 경영 · 경제학 과목을 포괄하는 생명공학 융복합과정을 이수하고 귀국 후 졸업 논문 제출과 함께 졸업하게 됩니다.
본교 정규 학기는 9월이나 신입생 모집은 3월과 9월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학기는 졸업까지 총 8학기 과정으로 구성되고
3월 학기는 입학 준비 학기(Preparation Semester) 포함 졸업까지 총 9학기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자생명공학 전공 과목

식품공학 전공과목

환경공학 전공 과목

Molecular Biology
Immunology
Bioinformatics
Molecular Genetics
Plant Physiology
Analytical Biochemistry
Biomedical Physiology
Gene Technology
Bioethics
Plant Biotechnology
Medical Biotechnology

Process Technology
Food Chemistry
Food Technology
Food Microbiology and Preservation
Technology of Non-Animal Products
Human Nutrition
Food Safety and Risk Analysis
Food Marketing and Consumer Behaviour
Technology of Animal Products
Food Legislation
Quality Management Systems in Agro-food Chain

Process Technology
Green Chemistry and Technology
Exhaust Gas Treatment
Environmental Soil Science
Water Treatment
Aquatic Ecology
Ecological Risk Assessment
Soil Remediation
Clean Technology
Environmental Constructions
Renewable Resource Technology
Environmental Law and Management

※ GUGC 학부과정 상세 내용 UGent 홈페이지 참조(ugent.be/en/education/coursecatalogue)

분자생명공학 교수진

※ 본교 파견 방문 교수 15명,
조교수 34명(2020년 3월 기준)
Prof. dr. ir. Depuydt

Prof. dr. ir. Magez

식품공학 교수진

Prof. dr. Cirkovic Velickovic

Prof. dr. Van Haute

Prof. dr. Radwanska

Prof. dr. Chung

환경공학 교수진

Prof. dr. Zhuiykov

Prof. dr. ir. Heynderickx

Prof. dr. Verpoort

STUDENT SERVICES AND FACILITIES
GUGC 학생지원서비스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는 최고의 학업·생활 환경을 제공하여 재학생 모두가 성공적인 학업 결과를 얻게 하고자 교학·생활·
행정관련 다양한 학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GUGC Career Center를 통해 전문적인 커리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학생
모두가 학업과 동시에 활발히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교학팀 | Academic Affairs
입학준비과정(Pre-College) 프로그램 운영
학사과정, 생활관련 상담
학습 지도, 튜터링 프로그램운영
학생 고충 해소를 위한Ombudperson(옴브즈만)제도 운영

학생지원팀 | Student Services
등록급 수납, 각종 증명서 발급 등 행정서비스 지원
기숙사 입소관리, 장학금 관리, 근로장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생활 지원
학생회, 동아리 활동, 교내 행사 기획, 등 학생활동 지원

커리어 센터 | Career Center
직무역량개발 및 사회활동참여 프로그램 운영
이력서 및 지원서 첨삭 서비스 포함 커리어 상담
교내 · 외 현장실습(Internship) 정보 제공

INCHEON GLOBAL CAMPUS, IGC
겐트대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연구와 실험에 최적화 된 GUGC 시설뿐만 아니라 IGC(인천글로벌캠퍼스)내의 다양한 최첨단 편의, 생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GC 가 주최하는 캠퍼스 행사와 IGC 연합 동아리 등을 통해 캠퍼스 내 다른 외국대학(뉴욕주립대,
FIT, 유타대, 조지메이슨대) 재학생들과도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ADMISSIONS FOR 2021-2022
모집정원
225명 - 3월, 9월 학기 통합 정원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일반전형

지원자격

필수 제출서류
공통 선택 제출서류

-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증명사진(규격 3.5*4.5cm, JPEG 양식), 여권사본(PDF양식 컬러 스캔)

공통 필수 제출서류
전형 별

고교장추천전형

-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국내·외 국제학교 및 해외 고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출신 고교의 본교(UGent) 학력 인증기준 부합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영문 고교 졸업 증명서 또는 고교 졸업 동등학력 인정 서류
영문 고교 성적 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성적표
겐트대 온라인 입학시험 성적표(14점 이상)
공인영어시험 성적표(택1*)
* TOEFL IBT 72 / IELTS 6.0 / IB 5 / SAT 500 / ACT 21 / 수능영어 2등급

- 영문 고교 졸업 증명서
- 영문 고교 내신 성적표
- 본교 양식 고교장 추천서

국문 생활기록부 / 수학능력평가 성적표 / 지원동기서 / 추천서 / 학업계획서 등
※전형 상세내용 겐트대 웹사이트(ghent.ac.kr) 관련 페이지 참조

지원일정
3월 학기(조기입학, 봄학기)

9월 학기(정규입학, 가을학기)

1차 마감일

2020년 12월 17일(목)

2021년 6월 24일(목)

2차 마감일

2021년 1월 14일(목)

2021년 7월 22일(목)

추가 마감일

2021년 2월 9일(화)

2021년 8월 5일(목)

지원방법
온라인 지원 및 원서 접수, 상세내용 겐트대 웹사이트(ghent.ac.kr) 참조

학비
학사 기본금 : 연 2,000,000원(매년 선납 / 환불 불가)
학부 수업료 : 연 18,000,000원(1학점 당 30만원, 1년 필수 이수학점 60학점 기준)
기숙사 : 1인실 3,600,000원 / 2인실 2,400,000원 / 3인실 1,920,000원(연간 학기 중 약 32주 거주 기준)
※ 모든 학비 관련 항목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음

장학금
입학 장학금 : 본교 주관 화학수학경시대회(GUGC Chem2ath Contest) 수상자(상, 하반기 연 2회 개최)
성적 장학금 : 재학생 중 이전 학년 성적 우수자
복지 장학금 :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 학년별 선발

CONTACT
입학관리실 | Admissions and Recruitment Office
admission@ghent.ac.kr | 032. 626. 4114
인천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5 겐트대학교 114호 (우)21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