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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후기 국립 공주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

Ⅰ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원서 접수 
2019. 7. 4.(목) 09:00 ~ 

7. 12.(금) 18:00

 원서접수 대행업체 

진학어플라이

http://www.jinhakapply.com

     

구비서류

제출

2019. 7. 4.(목) 09:00 ~ 

7. 19.(금) 18:00

 우)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 대학본부 208호 입학관리과 

 대학원 원서접수 담당자 앞

인터넷 원서 접수 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

서류탈락자※

공고
2019. 7. 26.(금) 18:00

공주대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psi.kongju.ac.kr

전형료 중 30,000원을  7월    

  말까지 일괄 반환

고사전형 방식, 

장소 공고
2019. 7. 26.(금) 18:00

공주대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psi.kongju.ac.kr
개별통보 하지 않음

고사전형 실시

(면접, 필기,

실기 등)

2019. 7. 31.(수) 10:00 ∼ 학과 지정 장소

본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하여  

  고사장소 확인 요망

  (불참시 전형료 반환 없음)

합격자 발표 2019. 8. 13.(화) 18:00 이전
대학 홈페이지 공고

http://www.kongju.ac.kr

추가 합격자 발표: 

결원 발생시 추후 공고

합격자 등록 추후 공고 농협은행 전국 각 지점에 납부

공주대 홈페이지에서 개별 

출력하여 납부

(개별 통보하지 않음.)

  * 서류 탈락자란 「구비서류미제출자」 및 「지원자격부적격자」에 한함. 응시자들 중 서류 

탈락자가 아닌 자는 모두 서류 통과자로 고사전형에 참석해야 함. 

 ** 면접, 필기, 실기, 구술고사 등 학과에서 정한 고사방법으로 실시

http://www.jinhakapply.com
http://ipsi.kongju.ac.kr
http://ipsi.kongju.ac.kr
http://www.kongju.ac.kr


- 2 -

Ⅱ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캠퍼스 모집단위명

석사 박사 비고

일반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학·연·산

협동과정
일반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학·연·산

협동과정

공주

국어국문학과 ○ ○

한문학과 ○ ○

영어영문학과 ○ ○

교육학과 ○ ○ ○ ○

지리학과 ○ ○

경영학과 ○ ○

특수교육학과 ○ ○ ○ ○

금융통상학과 ○ ○

전자상거래학과 ○ ○

역사교육학과 ○ ○

지리교육학과 ○ ○

법학과 ○ ○

행정학과 ○ ○

영어교육학과 ○ ○

물리학과 ○ ○

화학과 ○ ○

생명과학과 ○ ○

지질환경과학과 ○ ○

대기과학과 ○ ○

환경과학과 ○ ○

문화재보존과학과 ○ ○

컴퓨터과학과 ○ ○

물리교육학과 ○ ○

생물교육학과 ○ ○

지구과학교육학과 ○ ○

보건행정학과 ○ ○

의료정보학과 ○ ○

게임디자인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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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학과: 예술실기 석사(M.F.A.), 영상학 석사 학위종별 선택 가능

캠퍼스 모집단위명

석사 박사 비고

일반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학·연·산

협동과정
일반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학·연·산

협동과정

공주

체육학과 ○ ○

미술학과 ○ ○

생활체육학과 ○ ○

조형디자인학과 ○ ○

만화학과 ○ ○

영상학과 ○ ○
석사 

학위종별 

선택가능

한국어교육학과 ○ ○

관광경영학과 ○ ○

과학관학과 ○ ○

글로벌정책학과 ○ ○

통합의료관광디자인학과 ○ ○

계 9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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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월(5학기)임.

    〇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임.

캠퍼스 모집단위명

석사과정 박사과정

비고
일반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학·연·산

협동과정
일반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학·연·산

협동과정

예산

지역사회개발학과 ○ ○ ○ ○

조경학과 ○ ○

식물자원학과 ○ ○

원예학과 ○ ○

산림자원학과 ○ ○

식품영양학과 ○ ○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이수가능  

특수동물학과 ○ ○

외식상품학과 ○ ○

식품공학과 ○ ○

유통마케팅학과 ○ ○

계 9 1

천안

정보통신공학과 ○ ○ ○ ○

기계공학과 ○ ○ ○ ○

건설환경공학과 ○ ○ ○ ○

도시·교통공학과 ○ ○ ○ ○

화학공학과 ○ ○ ○ ○

신소재공학과 ○ ○ ○ ○

건축학과 ○ ○ ○ ○

건축공학과 ○ ○ ○ ○

컴퓨터공학과 ○ ○ ○ ○

멀티미디어공학과 ○ ○

전기전자제어공학과 ○ ○ ○ ○

환경공학과 ○ ○

산업시스템공학과 ○ ○ ○ ○

에너지시스템공학과 ○ ○ ○ ○

계 58 12

합    계 165 16

 ※ 식품영양학과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이수는 영양사면허 소지자(입학 전 취득 예정자)만 가능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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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학지원 자격

  가. 일반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

    1) 석사학위과정: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2019년 8월 말까지 

취득예정자 포함)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박사학위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2019년 8월 말까지 취득 예정자 

포함)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일반과정 및 학과간협동과정은 모두 하위과정의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나. 학·연·산  협동과정: 일반과정 및 학과간협동과정의 지원 자격에 해당되고 협약연구원(기관)장

의 추천을 받은 자

<협약 기관>

공군73기상전대, 기상청,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농촌진흥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인삼․연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

원, 한국화학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육군지도창, 육군군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

구소, 국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Ⅳ 전형료

  가. 전형료: 50,000원

  나. 전형료 환불 사유                              

    1) 서류탈락자에 한하여 30,000원을 환불함.(1단계 20,000원, 2단계 30,000원)

    ※ 서류탈락자가 아닌 면접불참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2) 서류통과자 중 고사전형 당일 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50,000원을 환불함.

    ※ 입증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증빙서류를 2019. 8. 13.(화)까지 제출한 자에 한하여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 환불함.

    3)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형료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환불예정 

(이 경우 1인 반환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 이용비용은 차감하고, 금융기관의 전산망 

이용비용의 합이 총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 원서 접수 시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을 정확히 입력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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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원서접수 방법

   가. 인터넷 접수

    1) 사전 준비사항: 인터넷 접속 가능한 PC, 프린터, 지원자 사진 파일

    2) 인터넷 접수 절차

      ① 원서접수 대행업체 진학어플라이 회원가입(무료): http://www.jinhakapply.com 

      ② 로그인 후 인터넷 접수 대학에서 공주대학교 선택 

      ③ 유의사항 확인 후 원서 작성

      ④ 지원자 사진파일 업로드

      ⑤ 원서 확인

      ⑥ 전형료 결제(전형료 전자결제 후에는 수정 불가)

      ⑦ 각종 출력물 출력

        ․ 대학 발송용 봉투 표지 출력(대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지원서 출력(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수험표 출력(면접 고사시 지참)

     ※ 인터넷 접수 관련 문의: ㈜진학어플라이(1544-7715)

    3)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전형료의 전자결제까지 이루어져야 완료됨.

     - 본인의 실수로 ID와 Password가 공개되어 발생하는 문제, 입력사항 누락, 잘못 입력

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본 대학 일반대학원 내에서 이중지원은 불가함.

  나. 서류 제출

    1) 온라인 원서 접수 후 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까지 해당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 기한: 2019. 7. 4.(목) 09:00 ~ 7. 19.(금)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 방법 및 제출처

        ․ 우편 및 방문 제출: 인터넷 원서 접수 완료한 후 대학발송용 용지를 출력해 서류 봉투 

겉면에 부착하고, 구비 서류를 동봉하여 등기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제출

        ․ 주소: (우)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208호 입학관리과 대학원 

원서접수 담당자 앞

    2)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함.

http://www.uw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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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출 서류

  가. 제출서류

    1) 공통서류

      가) 석사과정

        ․ 입학지원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1부

        ․ 학사학위 수여/ 졸업(예정) 증명서 1부

      나) 박사과정

        ․ 입학지원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1부

        ․ 석사학위 수여/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유효기간 내의 서류 제출

    ※ 성적증명서에 졸업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학사(석사)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제출을 

생략해도 됨.

    2)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 기관장추천서(협약연구원(기관)장 발행) 1부

      - 학·연·산 기관 재직증명서 1부 

  나.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성적증명서는 전 학년 성적 평균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실 점수가 기재된 것으로 

제출

    ※ 편입학을 하였을 경우 편입학 이후의 실 점수 성적이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편입학 후의 학점으로 성적을 산출함.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된 학점으로 성적을 산출함.

    ※ 학위취득 예정자는 직전학기 성적까지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제출

    2) 졸업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입학 전까지 최종 졸업 증명서를 제출

    3) 국외 대학(원) 출신자의 경우 공증된 번역문(한글 또는 영어)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아래 중 하나의 공증을 받아 제출

      - 출신학교 소재 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

      -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공관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 중국학교 출신자의 경우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인증보고서로 제출 

    4)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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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전형방법 및 배점

 가. 하위과정 성적: 30%(30점)

    □ 평점평균의 점수 환산표

성적평균 실 점수 환산점수 비    고

98이상 ~ 100 30

▲ 졸업(수료) 예정자는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으로 산출함.

▲ 편입학자는 편입학 이후의 

   성적으로 산출함.

96이상 ~ 98미만 29

94이상 ~ 96미만 28

92이상 ~ 94미만 27

90이상 ~ 92미만 26

88이상 ~ 90미만 25

86이상 ~ 88미만 24

84이상 ~ 86미만 23

82이상 ~ 84미만 22

80이상 ~ 82미만 21

80미만 20

  나. 면접, 구술, 필기, 실기고사 등 고사점수: 70%(70점)

    1) 전형 방법은 면접, 구술, 필기, 실기 등 제 전형방법 중 각 학과에서 정함.

    2)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지식, 능력, 적성 및 인격 등을 종합하여 평가함.

    3) 학과에서 정한 고사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함.

    4) 면접, 구술, 필기, 실기고사 등 고사점수가 40% 미만 득점자는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함.

    5) 학과에 따라 면접 등 고사 시 영어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각 학과별 면접, 필기, 실기, 구술고사 등 전형방법은 2019. 7. 26.(금)까지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게시함.(http://ipsi.kongju.ac.kr > 입학도우미 > 공지사항 > 대학원)

http://ipsi.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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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합격자 선발 방법

  가. 모집단위별 인원 배정

     - 모집단위별 과정별 모집인원은 추후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함.

  나. 사정원칙

     - 각 학위과정(석사, 박사)별, 모집단위별로 추후 배정되는 모집인원 내에서 전형요소 

성적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면접, 구술, 필기, 실기고사 등 모집단위에서 정한 고사점수 40% 미만 득점자는 과락

으로 불합격 처리하고, 전형요소 성적을 합산한 총점이 60% 미만인 득점자는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

     - 고사전형에 불참자는 결시로 불합격 처리

  다. 동점자 처리                                                       

    1) 석사과정

      - 1순위: 전적 대학 학부 성적이 높은 자

      - 2순위: 전적 대학 학부 이수 학점이 많은 자

      - 3순위: 4학년 성적이 높은 자

    2) 박사과정

      - 1순위: 전적 대학 석사 과정 성적이 높은 자 

      - 2순위: 전적 대학 석사 과정 이수학점이 많은 자

      - 3순위: 전전적 대학 성적이 높은 자

      - 4순위: 전전적 대학 이수 학점이 많은 자

    ※ 동점자 발생 시 전전적 대학 성적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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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합격자 발표

    1) 일시: 2019. 8. 13.(화), 18:00 이전 예정(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장소: 공주대학교 홈페이지(http://www.kongju.ac.kr)

    3) 추가합격자 발표: 결원 발생 시 추후 공고

  나. 합격자 등록

    1) 기간: 추후 공고

    2) 장소: 농협은행 전국 각 지점(타 금융기관 불가)

    3) 등록방법: 대학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개별 출력하여 납부

    ※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별도의 절차 없이 합격이 취소됨.

Ⅹ 등록금 및 특전

   가. 등록금

(2019학년도 기준)(단위: 원)

계열 구분 입학금 수업료 계

인문 179,000 1,909,000 2,088,000

지리 179,000 2,313,000 2,492,000

자연 179,000 2,324,000 2,503,000

예능.공학 179,000 2,535,000 2,714,000

  나. 특전

    1) 신입생과 재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 혜택이 있음. 

    2) 재학 중 병역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재학 중 학생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음.(문의: 041-850-0900)

  

http://www.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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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K21 플러스 사업 연구장학금

학과명 사업내용 수혜대상 및 조건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대
상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컨설턴트 

양성사업팀)
☎문의:(041)
850-8932

□ 국가지원금액: 14억(연간 2억 내외)

□ 사업목적: 
  ㅇ통합교육 컨설턴트 전문가 양성
  - 통합교육 상황에서의 교수학습과 

문제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적인 통합교육 컨설턴트 양성을 
목적으로 함.     

□ 전일제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 장학금 지원
- 매 월 석사과정 60만원 이상, 박사과정 100만원 이상의 장학금 지급
- 2020년도 2학기부터는 연구 장학급 상향 조정 예정 
- 개인 별 연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논문 게재료 지원(사업팀 규정 내 지원)

□ 국제학술대회 및 국내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여 포스터 및 구두발표 시 관련경비 지원
- 해외 단기 연수 지원 
- 국내학술대회에 참여하여 포스터 및 구두발표 시 관련경비 지원

□ 통합교육 컨설턴트 양성 관련 세미나 개최  
- 통합교육 시 협력교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수정, 학부모 상담 등 통
  합교육 현장에 맞는 교과목 운영 및 세미나 개최
-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PBS) 및 통합교육 상황에서의 교수지원을  

위한 특수교육기관과 협약 체결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 통합교육 관련 국제(국내)학술대회 개최 

생명과학과
(현장밀착형 
바이오테크 

창의인력양성 
사업팀)

☎문의:(041)
850-8506

□ 국가지원금액: 21억(연간 3억 내외)

□ 사업목적:
  ㅇ 국제적 감각과 창의력을 갖춘 고

급 중견인력 양성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핵심으로

서 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해 활용 
가능한 현장밀착형 고급인재 양성
을 목적으로 주변의 오송 의료복
합단지 및 대덕 연구단지와도 연
계할 것임

 □ 전일제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 매월 석사과정 60만원/월, 박사과정 100만원/월 이상 장학금 지급
  - 논문발표, 수상 등 우수연구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지급

 □ 융합 연구 역량의 강화
  - 사업단의 SCI급 논문 및 연구비의 전국 최상위 수준 유지
  - BT를 중심으로 IT, NT, ET 분야를 융합하는 사고력 집중 배양
  - 응용 및 실용연구의 강화

 □ 국제적 감각을 가춘 인재 양성
  - 국제학회 논문발표 권장 및 참가여비 전액 지원
  - 국내외 우수 연구자 초빙 강좌 상시 개설

신소재공학과
(차세대 

IT융합 부품용 
희소소재 

인력양성팀)
☎문의:(041)
521-9372

□ 국가지원금액: 18.5억(연간 2.7억 내외)

□ 사업목적: 
  ㅇ 차세대 IT 융합 부품용 희소소재  

인력양성
  - 지역산업과 국가의 미래 핵심성장

동력인 차세대 IT 융합  부품용
    희소소재 전문지식과 융복합적
    연구능력을 갖추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우수 인재 양성

 □ BK21 플러스 사업 참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 신소재공학과 대학원생중 BK21 플러스 참여 대학원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BK21 플러스 연구장학금 지원
  - 참여대학원생 중 재학 중 우수논문을 게재한 대학원생에게 우수논문
    장학금 지원

 □ 국내 및 국제 학회 참가 및 발표 지원
  - 참여대학원생 중 우수한 연구결과를 국내 및 국외 학회에 참석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국내 및 국제 학회 참가 경비 지원

 □ 전문 교육 프로그램 및 세미나 참가 지원
  - 전문 교육 프로그램 및 세미나 참가 지원

건설환경공학과
(비점오염 
방재위한 
LID/GI 

인력양성 
사업팀)

☎문의:(041)
521-9312

□ 국가지원금액: 14억(연간 2억)

□ 사업목적: 
  ㅇ 저영향개발(LID)/그린인프라(GI)
     전문인력 양성
  - 도시화로 발생하는 물순환 왜곡과 

비점오염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분야 
인력양성

  - 다양한 분야(환경, 도로, 지반, 구조, 
수자원 등)의 융합적 연구에 참여

  -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를 통해 국내
기술 홍보 및 선진기술 습득능력 
확대

 □ 석박사 과정 학생 장학금 지급
  - 석사과정 60만원/월, 박사과정 100만원/월 이상 장학금 지급
  - 석박사 과정의 우수한 연구 결과를 위하여 안정된 연구비 지급
 
 □ 우수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인센티브 제공
  - 국내외 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 수상 시
  -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시

 □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발표 참여시 참가 비용 지급
  - 학술대회 논문 발표시 제반비용(항공료, 호텔, 기타 비용) 지급
 *  주의: 본 재원은 한국연구재단 지원비용이며, 학과의 모든 교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에 학과의 BK21 플러스 참여교수와 미리 상의하
여야 함(BK21 플러스 참여교수의 대학원생들에게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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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Ⅰ 지원자 유의사항 및 담당부서 연락처   

 가. 지원자 유의사항

    1) 석·박사과정 지원은 하위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다만,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학한 학과에서 지정하는 소정학점 이상의 

선수과목(先修科目)을 이수하여야함.(석사: 12학점 이상, 박사: 9학점 이상)

    2) 일단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3)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그리고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4) 강의시간, 고사전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과로 문의 (15쪽 학과 전화번호 참조)

 나. 학사안내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 업무 부 서 전화번호(지역번호: 041) 비 고

입학전형관리 입학관리과 850-8015

외국인 비자,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대외협력과 850-8056

어학연수, 유학생 관리 등 국제교육원 850-8867~8

성적 등 학적관리 학사지원과 850-8021

수강 신청 학사지원과 850-8027~8

등록금 재무과 850-8092

동아리, 학생회 관리 학생복지과 850-8036~7

장학금, 학자금 융자 등 학생복지과 850-8048(장학금), 8051(학자금)

휴학, 복학, 학생증, 각종 증명서 발급 학생종합서비스센터 850-8022~3

보건 진료 보건진료소 850-8830

단과대학

사범대학 850-8161~4 행정실

인문사회과학대학 850-8351~4 〃

자연과학대학 850-8471~4 〃

공과대학 521-9012~15 〃

산업과학대학 330-1010~2 〃

간호보건대학
850-8591~4 〃

예술대학

국제학부 850-0810 학과사무실

공주대학교 홈페이지 - 입학안내 http://ipsi.kongju.ac.kr/

http://ipsi.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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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입학지원서
수험

번호

지원분야
지원구분 석사( ) 박사( )

사진

(최근 3개월 이내)

3cm×4cm

지원학과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자택주소
( - ) 전화번호

( )
-

직장명 

및 주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 )

-

직업구분

지원구분
일반과정( ), 학과간 협동과정( ), 학·연·산협동과정( )

※학연산 협동과정 소속기관명:

학력

학사과정

출신학교

대학교      대학        학부(학과, 전공)
졸업

졸업예정

졸업(예정)년월일 학위등록번호

석사과정

출신학교

대학교        대학원         학과(전공)
졸업

졸업예정

졸업(예정)년월일 학위등록번호

병역사항 □군필     □현역     □면제     □미필

전형료 반환 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본인 또는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해당란에 ∨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주대학교 대학원 입학전형업무 등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핸드폰)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입학전형기간 동안

2019년    월     일

지 원 자                  ㊞ 전형료

공주대학교총장 귀하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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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산 협동과정 추천서 

학 위 과 정: (석사, 박사)

지 원 학 과:

성       명:

소속 연구원(소)명:

위 사람을 2019학년도 후기 공주대학교 대학원 학·연·산 협동과정 (석사·박사)

학위과정 지원자로 추천합니다.

2019년  7월     일

기관장                        (관인)

공주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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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과 사무실 전화번호(일반과정)

계열 모집학과명 전화번호 계열 모집학과명 전화번호

공
 주
 캠
 퍼
 스

인
문·

사
회
계

국어국문학과 041-850-8170

공
 주
 캠
 퍼
 스

공학계 게임디자인학과 041-850-0350

한문학과 041-850-8180 체육학과 041-850-8330

예·

체
능
계

영어영문학과 041-850-8360 음악학과 041-850-8320

교육학과 041-850-8195 미술학과 041-850-8310

사학과 041-850-8420 생활체육학과 041-850-8550

지리학과 041-850-8425 조형디자인학과 041-850-0360, 0370, 0380

경영학과 041-850-8430 만화학과 041-850-0390

특수교육학과 041-850-8407 영상학과 041-850-0561

금융통상학과 041-850-8440 체육교육학과 041-850-8330

사회복지학과 041-850-8460

천
 안
 캠
 퍼
 스

공
학
계

정보통신공학과 041-521-9193~4

전자상거래학과 041-850-8255 기계공학과 041-521-9241

역사교육학과 041-850-8230 건설환경공학과 041-521-9298~9
지리교육학과 041-850-8240 도시·교통공학과 041-521-9298~9

법학과 041-850-8445 화학공학과 041-521-9352
유아교육학과 041-850-8960

신소재공학과 041-521-9371~3
행정학과 041-850-8465

건축학과 041-521-9328
영어교육학과 041-850-8190

건축공학과 041-521-9327
한문교육학과 041-850-8180

컴퓨터공학과 041-521-9217
중어중문학과 041-850-8380

멀티미디어공학과 041-521-9216사회교육학과 041-850-8235
전기전자제어공학과 041-521-9145국어교육학과 041-850-8170

환경공학과 041-521-9420상업정보교육학과 041-850-8255

산업시스템공학과 041-521-9430문헌정보교육학과 041-850-8250

광공학과 041-521-9440수학과 041-850-8560

자
연
계

물리학과 041-850-8480

예
 산
 캠
 퍼
 스

인문

사회계
지역사회개발학과 041-330-1380

화학과 041-850-8490

생명과학과 041-850-8505

자
연
계

조경학과 041-330-1440

지질환경과학과 041-850-8510 식물자원학과 041-330-1200
대기과학과 041-850-8530

동물자원학과 041-330-1240
환경과학과 041-850-8810

원예학과 041-330-1220
문화재보존과학과 041-850-8540

산림자원학과 041-330-1300
컴퓨터과학과 041-850-8820

식품영양학과 041-330-1460
수학교육학과 041-850-8260

특수동물학과 041-330-1520물리교육학과 041-850-8270
외식상품학과 041-330-1500화학교육학과 041-850-8280

공학계 식품공학과 041-330-1480생물교육학과 041-850-8290

농공학과 041-330-1280지구과학교육학과 041-850-8295

간호학과 041-850-0300

보건행정학과 041-850-0320

의료정보학과 041-850-0340

응급구조학과 041-850-0330

의류상품학과 041-850-8301

컴퓨터교육학과 041-850-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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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과 사무실 전화번호(학과 간 협동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명칭

주관 학과
관련 학과 현황

단과대학 학과명 연락처

융합과학과 자연과학대학 응용수학과 041-850-8560
물리학과, 응용수학과, 화학과, 
문화재보존과학과, 의류상품학과,
생명과학과

동양학과 대학원 동양학과 041-850-8133 한문교육과, 윤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한국어교육학과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041-850-8170 특수교육과, 영어영문학과, 
지리교육과

관광경영학과 인문사회과학대
학 관광경영학전공 041-850-8670

관광영어통역학전공, 법학과, 
지리학과, 행정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과학관학과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041-850-8270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과학영재교육학과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041-850-8295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컴퓨터교육과, 
국제학부

글로벌정책학과 본부 국제학부 041-850-0810 교양과정, 지역개발학부

군사과학정보학과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041-850-8425 경제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생명과학과, 대기과학과

의료경영학과 간호보건대학 보건행정학과 041-850-0320 경영학과

조경·환경계획학과 산업과학대학 조경학과 041-330-1440 조경학과, 산림자원학과

생명기술융합학과 산업과학대학 식품영양학전공 041-330-1460 특수동물학과

유통마케팅학과 산업과학대학 산업유통학과 041-330-1420 산업유통학과(주관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공과대학 건축공학전공 041-521-9327

제어계측공학전공,전자공학전공,
나노정보공학전공,컴퓨터공학부,
기계공학전공,자동차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전공, 나노재료공학전공, 
고분자공학전공,화학과

통합의료관광디자인
학과 인문사회과학대학 관광경영학전공 041-850-8670

관광경영학전공, 행정학과, 
국제통상학전공, 지리학과, 
법학과, 간호학과



2019학년도 후기 국립 공주대학교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정원외) 모집요강 

2019.  6.

국립 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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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정원 외) 모집 요강

Ⅰ  원서접수 절차 및 전형 일정

 □ 원서접수 절차

학과 및 전공 선택 지원자 사진파일 업로드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진학어플라이 또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
원서 확인

로그인 후 인터넷 접수 대학에서 

공주대학교 선택 

전형료 결제(전형료 전자결제 후에는 

수정 불가)

유의사항 확인 후 원서 작성

각종 구비서류 출력후 제출

 ․ 대학 발송용 봉투 표지 출력(대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지원서 출력(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접수 경로(진학어플라이 또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따라 절차는 상이 할 수 있음. 

 〇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2019. 7. 4.(목) 09:00 ~ 7. 12.(금) 18:00

   - 원서접수는 전형료의 전자결제까지 이루어져야 완료됨.

   - 본인의 실수로 ID와 Password가 공개되어 발생하는 문제, 입력사항 누락,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본 대학 일반대학원 내에서 이중지원은 불가

   - 인터넷 접수 문의: 입학관리과(041-850-0126), 진학어플라이(1544-7715), 한국유학종합시스템(02-3668-1441)

 〇 서류 제출

   - 온라인 원서접수 후 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까지 해당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 기한: 2019. 7. 4.(목) 09:00 ~ 7. 19.(금)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 방법 및 제출처

      ＊ 우편 및 방문 제출: 인터넷 원서 접수 완료한 후 대학발송용 용지를 출력해 서류 봉투 

겉면에 부착하고, 구비 서류를 동봉하여 등기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제출

      ＊ 주소: (우)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208호 입학관리과 대학원 담당자 앞

    - 기한 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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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접수 및 

수험표 출력 

2019. 7. 4.(목) 09:00 ~ 

7. 12.(금) 18:00

원서접수 대행업체 진학어플라이

http://www.jinhakapply.com 

또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

https://www.studyinkorea.go.kr

구비서류

제출

2019. 7. 4.(목) 09:00 ~ 

7. 19.(금) 18:00

 (우) 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208호

 입학관리과

 대학원 원서접수 담당자 앞

인터넷 원서 접수 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

서류심사 2019. 7. 31.(수) 11:00 ∼ 학과 지정장소 서류심사만 실시함

합격자 발표 2019. 8. 13.(화) 18:00 이전
대학 홈페이지 공고

http://www.kongju.ac.kr

합격자 등록 추후 공고
대학 홈페이지 공고

http://www.kongju.ac.kr

공주대 홈페이지에서 

개별 출력하여 납부

(개별 통보 하지 않음)

    ※ 합격자는 등록기간에 납부가 가능한지 반드시 해당 국가 은행에 확인 바람.

http://www.kongju.ac.kr
http://www.jinhakapply.com
http://www.kongju.ac.kr
http://www.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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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집 단위 

캠퍼스 모집단위명

석사 박사 비고

일반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일반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공주

국어국문학과 ○ ○

한문학과 ○

영어영문학과 ○ ○

교육학과 ○ ○

사학과 ○ ○

지리학과 ○ ○

경영학과 ○ ○

특수교육학과 ○ ○

금융통상학과 ○ ○

사회복지학과 ○ ○

전자상거래학과 ○ ○

역사교육학과 ○ ○

지리교육학과 ○ ○

법학과 ○ ○ 박사신설

유아교육학과 ○ ○

행정학과 ○ ○

영어교육학과 ○

한문교육학과 ○

중어중문학과 ○

사회교육학과 ○

국어교육학과 ○

문헌정보교육학과 ○

수학과 ○ ○

물리학과 ○ ○

화학과 ○ ○

생명과학과 ○ ○

지질환경과학과 ○ ○

대기과학과 ○ ○

환경과학과 ○ ○

문화재보존과학과 ○ ○

컴퓨터과학과 ○

컴퓨터교육학과 ○

수학교육학과 ○ ○

물리교육학과 ○ ○

생물교육학과 ○ ○

지구과학교육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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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학과: 예술실기 석사(M.F.A.), 영상학 석사 학위종별 선택 가능

캠퍼스 모집단위명

석사 박사 비고

일반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일반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공주

간호학과 ○ ○

보건행정학과 ○

응급구조학과 ○ ○

의료정보학과 ○

게임디자인학과 ○ ○

체육학과 ○

미술학과 ○

생활체육학과 ○

조형디자인학과 ○ ○

만화학과 ○ ○

영상학과 ○

체육교육학과 ○

융합과학과 ○ ○

동양학과 ○ ○

한국어교육학과 ○

관광경영학과 ○ ○

과학관학과 ○ ○

글로벌정책학과 ○ ○

통합의료관광디자인학과 ○

군사과학정보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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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모집단위명

석사과정 박사과정

비고
일반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일반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예산

지역사회개발학과 ○ ○

조경학과 ○

식물자원학과 ○ ○

동물자원학과 ○ ○

원예학과 ○ ○

산림자원학과 ○ ○

식품영양학과 ○

특수동물학과 ○

외식상품학과 ○

식품공학과 ○ ○

농공학과 ○ ○

조경·환경계획학과 ○

생명기술융합학과 ○

유통마케팅학과 ○ ○

천안

정보통신공학과 ○ ○

기계공학과 ○ ○

건설환경공학과 ○ ○

도시·교통공학과 ○ ○ 박사신설

화학공학과 ○ ○

신소재공학과 ○ ○

건축학과 ○ ○

건축공학과 ○ ○

컴퓨터공학과 ○ ○

멀티미디어공학과 ○

전기전자제어공학과 ○ ○

환경공학과 ○ ○

산업시스템공학과 ○ ○

광공학과 ○

에너지시스템공학과 ○ ○

 ※ 영상학과: 예술실기 석사(M.F.A.), 영상학 석사 학위종별 선택 가능 

 ※ 유의사항

    o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월(5학기)임.

    o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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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학지원 자격

 □ 지원 자격

  〇 본인, 부모 모두가 외국 국적을 소유한 자

  〇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가진 자(예정인 자 포함) 

 □ 어학능력 기준(아래 중 하나의 어학기준을 충족하는 자)

  〇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〇 TOEFL (PBT 530, CBT 197, iBT 71) 이상

  〇 IELTS 5.5 이상

  〇 CEFR B2 이상

  〇 TOEIC 700 이상

  〇 TEPS 600 이상  

  〇 본 대학원 지원학과 지도 예정 교수의「수학능력확인서」

   ※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 서류(졸업증명서 등)로 영어 능력시험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입학 가능함.

 □ 졸업 관련 어학능력 기준

  〇 수학능력확인서 제출로 입학한 자는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학능력시험 

증빙서류를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 영어능력시험 TOEFL(PBT 530, CBT 197, iBT 71), IELTS 5.5점, CEFR B2, TOEIC 700점, 

TEPS 6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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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원 구비서류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1 여권사진 1매

2 입학 지원서(인터넷 원서 접수 후 출력)

3

 아래 중 하나의 어학능력 또는 수학능력 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성적증명서 

- 영어능력시험 TOEFL (PBT 530, 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OEIC 700, TEPS 600 

이상 성적증명서

- 본 대학원 지원학과 지도예정교수의 「수학능력확인서」[서식4]

※ 「수학능력확인서」제출한 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TOEFL (PBT 530, 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OEIC 700,TEPS 600점 이상의 증명을 학위청구 논문 제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원서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분 유효 

4 연구계획서[서식2]

5 자기소개서[서식3]

6

성적증명서

 - 석사과정: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 박사과정: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7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 석사과정: 학사학위/졸업(예정)증명서

 - 박사과정: 석사학위/졸업(예정)증명서

  ※ 졸업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입학 전까지 최종 졸업 증명서를 제출

  ※ 중국소재 고교 출신 지원자의 경우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인증보고서로 대체 中国学位

     与研究生教育信息网 (http://www.cdgdc.edu.cn) 혹은 中国高等敎育学生信息网(www.chsi.com.cn)

     에서 발급

  ※ 학력인증보고서 유효기간: 2019. 9. 30.(월)까지

8
본인 및 부·모 신분증 사본 각 1부

  ※ 중국인의 경우 거민증 사본

9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부기관 발행 증명서 원본

  ※ 중국인의 경우 가족부모 호구부 원본(사본인 경우 공증 필) 또는 친족관계공증서 원본

  ※ 부·모·본인의 관계가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함.

10
여권 사본

(국내체류자는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추가 제출)

11

재정능력 입증서류

-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 원본 1부 (미화 $18,000 이상)

  ※ 예치동결기간: 2019. 9. 30.(월)까지

  ※ 2019. 6. 1.(토) 이후 발급분 유효, 유효기간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

- 유학경비부담서약서(본인 및 직계 외에 재정보증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만 제출)

http://www.cdgdc.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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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관련 안내

   〇 입학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〇 외국에서 발행한 모든 증명서는 한글, 영문이 아닌 경우 번역공증서 첨부

   〇 외국학교의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에 대하여는 아래 중 하나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출신학교 소재 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

     -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공관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 중국소재 고교 출신 지원자의 경우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인증보고서로 제출 

   〇 가족관계 증명서는 부·모·본인의 관계가 모두 나타나야 하며,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 추가 제출 

   〇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안내 

   〇 아포스티유 협약: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〇 아포스티유 확인대상 문서: 외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와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 외국 정부기관 발행 문서: 가족관계증명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증명서 등

     - 공증문서: 사립학교 발행 증명서, 진단서, 회사 및 은행 발행 문서 등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한함(협약 미가입국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〇 발급방법: 외국학교 등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우리나라의 

경우 외교통상부)

   〇 관련기관: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영사콜센터 02-3210-0404

   〇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16)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니우에

유럽
(52)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1) 미국

중남미
(27)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

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아프리카
(11)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4)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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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형 방법 및 전형료

 □ 전형 방법 

  〇 연구계획서, 자기소개서 등 서류심사를 통해 전공과정에 대한 적성 및 수학능력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입학 적격 여부 심의

 □ 전형료: 30,000원

  〇 원서접수 시 전형료 결제(전자결제까지 이루어져야 원서접수가 완료됨)

  〇 전형료 환불 사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형료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환불예정 (이 경우 1인 반환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 

이용비용은 차감하고, 금융기관의 전산망 이용비용의 합이 총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Ⅵ 등록금 및 특전

  □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 및 장학금

  

(2019학년도 기준)(단위: 원)

계열 
구분 입학금 수업료 계(A) 장학금(B) 납부 

금액(A-B) 비고

인문 179,000 1,909,000 2,088,000 1,331,000 757,000

신입생 전원 
첫학기 

장학금 지급

지리 179,000 2,313,000 2,492,000 1,533,000 959,000

자연 179,000 2,324,000 2,503,000 1,544,000 959,000

예능.공학 179,000 2,535,000 2,714,000 1,663,000 1,051,000
 

  □ 연구진흥 장학금

   〇 지급대상: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성적이 4.0 이상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합격자

     - 국내외 학술지(SCI, SCIE, SSCI, SCOPUS, 학진등재, 학진등재 후보지)에 주저자로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한 자

   〇 지급액: 등록금 전액

   〇 지급기간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합격자: 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다음 학기 1개 학기

     - SCI, SCIE, SSCI 논문 게재자: 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

     - SCOPUS, 학진등재, 학진등재후보지 논문 게재자: 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다음 학기 1개 학기

   〇 지급제한: 연구진흥 장학금은 재학 중 총 2개 학기만 지급*하며, 지급대상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합격자 장학금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지급 

     - 논문 게재자 장학금은 재학 중 총 2회(2개 학술지)에 한하여 신청 및 지급

     ※ 동일한 종류의 학술지 중복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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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능력시험(TOPIK) 합격자로 연구진흥 장학금 1개 학기 기수혜시 논문게재자 장학금은 

1개 학기만 추가 수혜 가능하며, 논문게재자 장학금의 경우도 신청 횟수에 관계없이 

연구진흥장학금 2개 학기 기수혜시 추가 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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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학생생활관(기숙사) 안내 

  □ 수용 현황                                           

구  분 남 여 계 캠퍼스별 수용대학 선발 비율

공  주

캠퍼스

은 행 사

(2인실)

신입생 - 126 126

사범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간호보건대학

예술대학

국제학부

1학년 40% 

2학년 23% 

3학년 18.5% 

4학년 13.5%

(한국어연수생, 

 대학원생,

 편입생 제외)

재학생 - 154 154

계 - 280 280

홍 익 사

(4인실)

신입생 190 - 190

재학생 234 - 234

계 424 - 424

해오름집

(4인실)

신입생 - 259 259

재학생 - 317 317

계 - 576 576

비전하우스

(2인실)

신입생 2 196 198

재학생 6 240 246

계 8 436 444

드림하우스

(2인실)

신입생 195 249 444

재학생 238 304 542

계 433 553 986

소계 865 1,845 2,710

예  산

캠퍼스

금오사

(4인실)

신입생 77 112 189

산업과학대학

1학년 45% 

2학년 27% 

3학년 15% 

4학년 10% 

대학원·편입생 3%

재학생 93 138 231

계 170 250 420

예지사

(2인실)

신입생 36 36 72

재학생 44 44 88

계 80 80 160

소 계 250 330 580

천  안

캠퍼스

용주학사

(2인실)

신입생 75 30 105

공과대학

1학년 45% 

2학년 25% 

3학년 15% 

4학년 10% 

대학원·편입생 5%

재학생 91 36 127

계 166 66 232

챌린지하우스

(2인실)

신입생 242 111 353

재학생 296 135 431

계 538 246 784

도솔학사

(2인실)

신입생 86 48 134

재학생 104 58 162

계 190 106 296

챌린지하우스

(1인실)

신입생 7 7 14

재학생 4 3 7

계 11 10 21

소 계 905 428 1,333

합  계

신입생 910 1,174 2,084

재학생 1,110 1,429 2,539

총 계 2,020 2,603 4,623

※ 자세한 사항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http://dormi.kongju.ac.kr) ‘생활관 둘러보기’ 메뉴를 참고

http://dormi.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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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비 현황

 ▢ 입실신청 공고문 공지 안내

   - 일시 및 장소: 대학원 합격자 발표일 이전, 학생생활관 홈페이지(http://dormi.kongju.ac.kr)

   - 위 일정은 대학 및 학생생활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학생생활관 여석 

상황에 따라 별도의 추가 입실신청 안내문을 추후 공지할 예정

   - 학생생활관 입실신청 기간 및 장소, 신청 및 선발 방법, 생활관비 납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 일정에 따라 공지되는 캠퍼스별/대상자별 ‘학생생활관 입실신청 안내문’을 참고

※ 입실신청자는 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는 관련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안내문 미확인(또는 미숙지)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우선입실대상자 안내

   - 선발 대상: 장애인, 외국인, 재외국민, 새터민 등

   - 선발 기준: 학생생활관(분관)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자격 요건, 제출 서류, 수혜 기간, 

선발 방법 등)에 의함

   - 학생생활관 수용 가능인원(여석) 보다 우선입실대상자가 많을 경우 우선입실대상자를 

전원 선발할 수 없으며, 입실신청 기간에 입실신청을 하지 않거나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누락 시 선발할 수 없음

 ※ 위 내용은 대학 및 학생생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우선입실대상자 선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생활관 자료실’에 게시되는 ‘학생생활관 입실대상자 선발지침’을 참고

 □ 생활관 연락처 

캠퍼스 생활관명 전화번호 FAX

공주캠퍼스

은행사

041-850-0900

041-850-8720해오름집

홍익사

비전하우스 041-850-0404

드림하우스(BTL) 041-850-8983

예산캠퍼스 금오사, 예지사(BTL) 041-332-5809 041-331-1750

천안캠퍼스 용주학사, 챌린지하우스, 도솔학사 041-521-9707 041-562-7079

캠퍼스별 연간납부액
학 기 당

비   고
식   비 관 리 비 계

공주캠퍼스

은행사 2,000,200 464,600 535,500 1,000,100

전일 3식

제공

홍익사 1,867,600 464,600 469,200 933,800

해오름집 1,867,600 464,600 469,200 933,800

비전하우스 2,129,800 464,600 600,300 1,064,900

드림하우스(BTL) 2,733,600 742,600 624,200 1,366,800

예산캠퍼스
금오사 1,926,720 564,960 398,400 963,360 전일 3식

제공예지사(BTL) 2,646,120 564,960 758,100 1,323,060

천안캠퍼스

용주학사 1,834,000 525,000 392,000 917,000
150식 자유식
(월요일~금요일)

※ 주말에는 
식당운영 하지 않음

챌린지하우스(2인실) 2,350,000 525,000 650,000 1,175,000

도솔학사 2,550,000 525,000 750,000 1,275,000

챌린지하우스(1인실) 3,000,000 525,000 975,000 1,500,000

http://dormi.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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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2019학년도 후기

국립 공주대학교 대학원 

외국인 입학지원서

[Application for Admission]

※ 입학지원서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작성 할 것.(Online application only)
※ 한글이나 영어로 명확하게 작성하세요.

(Please type or write clearly in Korean or in English.)

1. 지원 과정(Degree Program Applied for): (  ) 석사(Master's)  (  ) 박사(Doctorate)

2. 지원 학과(Department Applied for):                                        

3. 성명(Name) ※ 여권상의 이름 (Name on your passport)

▪ 한글(Korean):                                                        
                                                    성(Last)                 이름(First)      

▪ 영문(English):                                                        
                                                    성(Last)                 이름(First)      

▪ 한자(Chinese):                                                       

4. 생년월일(Date of Birth):          /           /          
                                        년(Year)        월(Month)        일(Day)

5. 외국인 등록번호(Alien Registration No.):           -           

 ※ 외국인등록을 한 적이 있는 지원자는 반드시 기재

    (Those who have been given Alien Registration Number in Korea must enter the number.)

6. 출생지(Birthplace):                      

7. 국적(Citizenship):                  

8. 성별(Sex): (  ) 남(Male)  (  ) 여(Female)

9. 여권번호(Passport No.):                       

10. 우편물 수령 주소(Mailing Address)

                                                                                   

                                                                                   

※ 국내 주소인 경우 한국어로 작성, 해외 주소인 경우 영어로 작성

(If the mailing address is in Korea, please write in Korean and if it is abroad, please write in 

English..)

11.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 전화(Phone):                     ▪ 핸드폰(Mobile Phone):                   

▪ E-mail:                             

   ※ 주요 연락 수단이므로 수신 가능한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

(This is the main way to contact you, so please write your e-mail address clearly.)

12. 국내 체류 여부(Current Residence) 

PHOTO

HERE

(3.5×4.5cm)



- 14 -

(  ) 한국(Korea)     ※ 체류자격(Visa Status):           

(  ) 해외(Overseas)   ※ 체류국(Country):             

13. 한국어 또는 영어 구사능력
   (KOREAN OR ENGLISH LANGUAGE QUALIFICATIONS)

  ▪TOEFL 530점 이상(CBT 197점 이상, IBT 71점)(ABOVE 530 ON THE TOFEL) (   )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이상 (TOPIK level 4 and above) (   )

  ▪IELTS 5.5 이상(ABOVE 5.5 ON THE IELTS) (   )

  ▪CEFR B2 이상 (   )

  ▪TOEIC 700점 이상 (   )

  ▪TEPS 600점 이상 (   )

  ▪본 대학원 지원학과 지도예정교수의 수학능력확인서(Confirmation letter for Research Capability)(   )

  ※ If applicants submit  Confirmation letter for Research Capability, They must have completed Level 

4 or higher on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TOPIK), or Minimum score of 530(paper-based), 

197 (computer-based), 71(internet-based) on the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TOEFL) or  

Minimum score of 5.5 or higher on the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IELTS)or  

Minimum score of 700 or higher on the YBM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TOEIC) or Minimum 

score of 600 or higher on the test of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TEPS) before thesis evaluation.

14. 학력사항(Academic Information)

  가. 학사 과정(Bachelor's Degree) or 석사 과정(Master's Degree)

▪ 학교명(Name of Institution):                                                          

▪ 학과(Department):                                                                   

▪ 학위(Degree Granted or Expected):                                                    

▪ 재학기간(Period Attended): from              (yyyy/mm/dd) to             (yyyy/mm/dd)

▪ 학교주소(Address of Institution):                                                      

▪ 홈페이지(Websi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  화(Phone):                              

▪ 이메일(E-mail):                                                                       

▪ 팩스(Fax):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약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는 입학 허가가 취소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application is true and complet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I understand that any inaccuracy and falsification may affect my admission including 

its cancellation after enrollment.

원서 접수일(Application Date):        2019.   .    .       

지원자 서명(Applicant's Signature):                         

접수

번호

※
접수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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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연 구 계 획 서 
(Study Plan)

○ 과정(Degree):

○ 지원학과(Department applying for):

○ 성명(Name in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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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Year)    월(Month)    일(Day)

                            서명(Signature of Applicant):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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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자  기  소  개  서 

(Self Introduction)

○ 과    정(Degree):

○ 지원학과(Department applying for): 

○ 성    명(Name in full): 

2019년(Year)    월(Month)    일(Day)

위 본인(Applicant):                    서명(Signature): 

* 반드시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함(성장과정, 가정상황, 지원하게 된 경로 및 목적, 입학 후 학습계획 

등을 2장 내외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Please write about your family, background, reason for applying and study plan in detail no more than 

2 pages. You may use separate paper. Please complete the above in Korean or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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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수학능력 확인서
(Confirmation letter for Research Capability)

  ○ 학 위 과 정: (석사· 박사)                 

  ○ 지 원 학 과:                 

  ○ 성       명:                              

  상기자는 2019학년도 후기 국립 공주대학교 대학원 외국인전형(석사·박사)학위과

정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지도예정교수)

                 학과:                                      

                 성명:                        (인 또는 서명) 

   공주대학교총장 귀하

※ 응시자가 수학능력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학한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TOEFL (PBT 530, 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OEIC 700, TEPS 600점 이상의 증명을 학위청구 논문 제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상기자의 수학능력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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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

(Affidavit of Financial Support)

 지 원 자
 (Applicant)

     

     귀하의 유학경비를 부담할 개인이나 기관명을 쓰시오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sponsor to provide all the funds during 

applicant's studies)

    o 개인 또는 기관명(Name of Sponsor):

    o 관    계(Relationship with the Applicant):

    o 직    업(Occupation):

    o 주    소(Address):

    o 전화번호(Phone Number):

     본인은 상기 지원자의 유학기간 중 일체의 경비 부담을 보증합니다.

     (I hereby sponsor the above applicant all the funds including tuition & fees, living 

expenses, medical insurance and other miscellaneous expenses during his/her 

studies.)

                  날       짜(Date):        

              

                  보증인(Guarantor):

           

                  서  명(Signature):

                         

 공주대학교총장 귀하

성    명(Name) 성    별(Sex)
생년월일(Date of Birth) 국    적(Nationality)
주  소(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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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과 사무실 전화번호(일반과정)

계열 모집학과명 전화번호 계열 모집학과명 전화번호

공
 주
 캠
 퍼
 스

인
문·

사
회
계

국어국문학과 041-850-8170

공
 주
 캠
 퍼
 스

공학계 게임디자인학과 041-850-0350

한문학과 041-850-8180 체육학과 041-850-8330

예·

체
능
계

영어영문학과 041-850-8360 음악학과 041-850-8320

교육학과 041-850-8195 미술학과 041-850-8310

사학과 041-850-8420 생활체육학과 041-850-8550

지리학과 041-850-8425 조형디자인학과 041-850-0360, 0370, 0380

경영학과 041-850-8430 만화학과 041-850-0390

특수교육학과 041-850-8407 영상학과 041-850-0561

금융통상학과 041-850-8440 체육교육학과 041-850-8330

사회복지학과 041-850-8460

천
 안
 캠
 퍼
 스

공
학
계

정보통신공학과 041-521-9193~4

전자상거래학과 041-850-8255 기계공학과 041-521-9241

역사교육학과 041-850-8230 건설환경공학과 041-521-9298~9
지리교육학과 041-850-8240 도시·교통공학과 041-521-9298~9

법학과 041-850-8445 화학공학과 041-521-9352
유아교육학과 041-850-8960

신소재공학과 041-521-9371~3
행정학과 041-850-8465

건축학과 041-521-9328
영어교육학과 041-850-8190

건축공학과 041-521-9327
한문교육학과 041-850-8180

컴퓨터공학과 041-521-9217
중어중문학과 041-850-8380

멀티미디어공학과 041-521-9216사회교육학과 041-850-8235
전기전자제어공학과 041-521-9145국어교육학과 041-850-8170

환경공학과 041-521-9420상업정보교육학과 041-850-8255

산업시스템공학과 041-521-9430문헌정보교육학과 041-850-8250

광공학과 041-521-9440수학과 041-850-8560

자
연
계

물리학과 041-850-8480

예
 산
 캠
 퍼
 스

인문

사회계
지역사회개발학과 041-330-1380

화학과 041-850-8490

생명과학과 041-850-8505

자
연
계

조경학과 041-330-1440

지질환경과학과 041-850-8510 식물자원학과 041-330-1200
대기과학과 041-850-8530

동물자원학과 041-330-1240
환경과학과 041-850-8810

원예학과 041-330-1220
문화재보존과학과 041-850-8540

산림자원학과 041-330-1300
컴퓨터과학과 041-850-8820

식품영양학과 041-330-1460
수학교육학과 041-850-8260

특수동물학과 041-330-1520물리교육학과 041-850-8270
외식상품학과 041-330-1500화학교육학과 041-850-8280

공학계 식품공학과 041-330-1480생물교육학과 041-850-8290

농공학과 041-330-1280지구과학교육학과 041-850-8295

간호학과 041-850-0300

보건행정학과 041-850-0320

의료정보학과 041-850-0340

응급구조학과 041-850-0330

의류상품학과 041-850-8301

컴퓨터교육학과 041-850-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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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과 사무실 전화번호(학과 간 협동과정)

 ※ 국제전화 국가번호: +82(대한민국)

학과간 
협동과정 명칭

주관 학과
관련 학과 현황

단과대학 학과명 연락처

융합과학과 자연과학대학 응용수학과 041-850-8560
물리학과, 응용수학과, 화학과, 
문화재보존과학과, 의류상품학과,
생명과학과

동양학과 대학원 동양학과 041-850-8133 한문교육과, 윤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한국어교육학과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041-850-8170 특수교육과, 영어영문학과, 
지리교육과

관광경영학과 인문사회과학대
학 관광경영학전공 041-850-8670

관광영어통역학전공, 법학과, 
지리학과, 행정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과학관학과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041-850-8270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과학영재교육학과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041-850-8295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컴퓨터교육과, 
국제학부

글로벌정책학과 본부 국제학부 041-850-0810 교양과정, 지역개발학부

군사과학정보학과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041-850-8425 경제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생명과학과, 대기과학과

의료경영학과 간호보건대학 보건행정학과 041-850-0320 경영학과

조경·환경계획학과 산업과학대학 조경학과 041-330-1440 조경학과, 산림자원학과

생명기술융합학과 산업과학대학 식품영양학전공 041-330-1460 특수동물학과

유통마케팅학과 산업과학대학 산업유통학과 041-330-1420 산업유통학과(주관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공과대학 건축공학전공 041-521-9327

제어계측공학전공,전자공학전공,
나노정보공학전공,컴퓨터공학부,
기계공학전공,자동차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전공, 나노재료공학전공, 
고분자공학전공,화학과

통합의료관광디자인
학과 인문사회과학대학 관광경영학전공 041-850-8670

관광경영학전공, 행정학과, 
국제통상학전공, 지리학과, 
법학과, 간호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