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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정시 대학원 계약학과 입학전형 합격자 학사안내
(전자정보공학과 / 산업인공지능학과 / 화장품산업학과)

▣ 학사안내 대상

  • 2021학년도 정시 대학원 계약학과(전자정보공학과, 산업인공지능학과, 화장품산업학과) 입학전형 합격자

▣ 등록금 납부안내(※ 등록금 미납부자는 합격 취소)

1. 등록금납부고지서 교부: 2021. 1. 15.(금) ~ 1. 22.(금)

※ 충북대학교 홈페이지의 <대학원 신입생 등록금 납부안내 공지문>에서 <수험번호> 입력 후, 출력

2. 등록금 납부기간: 2021. 1. 18.(월) ~ 1. 22.(금) (은행영업시간 마감내)

3. 등록금 납부 장소: 농협 전(全)지점(단위농협은행 포함)

4. 등록금 납부 시 유의사항

• 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등록금 미납부 시, 합격 취소

• 등록금납부고지서는 2매<학생용(학생이 납부)/ 기업용(기업에서 납부)> 출력<단, 중소기업「재교육형의동시채용」합격자는

1매(학생용)만 출력>되며, 등록금납부고지서(학생용)의 등록금 납부액이 ‘0’원인 경우에는 가상계좌로 이체(납부)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농협은행(단위농협은행 포함)을 방문하여 농협은행의 <수납인> 도장을 받아야 함.

• 등록금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납부(이체) 가능(가상계좌의 예금주: 합격자 본인/ 입금자는 누구든지 관계없음)

• 납부방법: 농협은행(단위농협은행 포함) 방문 납부,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뱅킹 등 납부

• 신용카드 납부(결재) 및 분할 납부 불가

• 등록금 납부기간 내, 창구 수납은 은행업무 시간(09:00∼16:00) 내에 이용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 등 이용은 09:00∼17:00 내에 이용 가능함.

• 계약학과별 등록금 납부에 대한 사항은 해당 계약학과 사무실로 문의(다음 페이지의 해당「계약학과 사무실 전화번호」참조)

▣ 합격통지서 출력: 합격자 조회 후, 합격증출력  버튼 클릭 후 출력방법에 따라 출력

▣ 수강신청 기간: 2021. 2. 1.(월) ~ 2. 5.(금) <충북대학교홈페이지 개신누리(종합정보)>

※ 수강신청 관련 사항은 해당 계약학과 사무실로 문의(다음 페이지의 해당「계약학과 사무실 전화번호」참조)

※ 신입생 학번 조회방법<학번은 2021. 1. 29.(금) 경, 부여 예정>

• 충북대학교홈페이지에서 개신누리(종합정보) click --> 일반로그인 화면에서 학번/개인번호조회 click -->

반드시 신입생(편입생) check --> 본인 성명 및 생년월일(6자리) 입력--> 검색 버튼 click -->

본인 학번(10자리) 확인<예시) 2021○○○○○○>

▣ 입학허가일

학  과  명 입학허가일 비    고

전자정보공학과
2021. 3. 1.(월)

화장품산업학과

산업인공지능학과 2021. 3. 2.(화)

▣ 2021학년도 제1학기 개강일: 2021. 3.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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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관련 안내

학  사  업  무 안 내 부 서 전화번호(TEL.) 비고

‣ 계약학과 입학전형 관리 입학본부 입학과
043) 261-3828
(FAX: 261-3177)

‣ 계약학과 학사 관련 안내

전자정보공학과 사무실 043) 261-3274

산업인공지능학과 사무실 043) 249-1257

화장품산업학과 사무실 043) 261-2999

산학협력단 043) 261-3866

‣ 대학원 학사업무 관리
  - 교육조직의 설립·폐지 및 학생 정원관리
  - 교육과정의 편성·개편
  - 학생의 휴·복학 등 학적 관리
  - 석·박사 수료 및 학위 수여
  - 석·박사 학위논문제출자격 시험 및 논문심사
  - 학·석사연계과정 선발 및 지원
  - 집중이수제 운영
  - 등록금재원 교내장학생(성적/복지/특별) 선발
  - 교육․연구보조원 및 특별연구보조원 선발
  - 학자금 대출 등 그 밖에 장학금 업무

대학원정책실
043) 261-2017, 3243,
         3821, 3823,
         3950

‣ 학생증 발급 및 학생회비 관리
‣ 학생회 및 동아리 관리

학생처 학생과
043) 261-2019, 2020,
         2021, 2022

‣ 등록금 수납 및 관리 사무국 재무과 043) 261-2047

‣ 학사상담

교무처 학사지원과
(종합서비스센터)

043) 261-3305

‣ 각종 증명서 발급
‣ 그 밖에 모든 증명 발급 및 안내

043) 261-3306, 3307,
        3308

‣ 수강신청 관리
교무처 학사지원과

(수업팀)
043) 261-2015, 2016

‣ 한국어 연수 국제교류본부 +82-43-261-3299

‣ 보건진료 건강센터 보건진료원 043) 261-2921, 2922

‣ 취업관계 업무 취업지원본부 043) 261-3544, 3554

‣ 병역관계 업무 예비군연대 043) 261-2956, 2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