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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간 협동과정

학위

과정

전 형

구 분

계 열

(코드번호)
학 과(코드번호) 전 공(코드번호)

석사

과정

학과간

협 동

과 정

인문․사회

(01)

국제경영정보과학(C08863) 국제경영정보과학(C10669)

미래사회융합(C08864) 미래사회융합(C10670)

정부재정회계(08865) 정부재정회계(C10671)

학위과정 대상학과(부) 하위학위과정성적 면접․전공구술고사 전공필기고사 계

석사과정 정부재정회계학과 40 (40％) 60 (60％) - 100 (100％)

박사과정 정부재정회계학과 40 (40％) 60 (60％) - 100 (100％)

학위

과정

전 형

구 분

계 열

(코드번호)
학 과(코드번호) 전 공(코드번호)

박사

과정

학과간

협 동

과 정

인문․사회

(01)
정부재정회계(08865) 정부재정회계(C10671)

1. 박사과정 : 학과 간 협동과정(정원 내)

2. 석사과정 : 학과 간 협동과정(정원 내)

3. 전형요소 및 반영점수(비율)



관련학과 현황

학과 관련분야 관련과목 비고

회계학과 회계학

정부회계, 국가회계, 예산관리, 재무

회계, 원가회계, 재정위기관리, 세법, 

민법, 재정학, 회계원리, 국제재정 등

국제경영학과 국제경영학

행정학과 행정학

경제학과 경제학

법학전문대학원 법 학

※ 다른 대학원에 신설 학과와 관련되는 학과의 설치 여부

- 복식부기를 이용한 정부회계는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 학과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정부예산관리, 정부재무제표분석, 세법 및 정부사업원가분석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석사 및 박사 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각 정부부처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장 실무 중심의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국가회계, 국가재정, 세법 등에 대해 전문적인 이론과 사례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교육과정

- 정부재정회계 관련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구성

- 통합과정이 아닌 정부재정회계 석사과정, 정부재정회계 박사과정으로 구분하여 구성

- 정부재정회계 석사과정에서는 국가회계, 국가재정, 세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함

- 정부재정회계 박사과정에서는 국가회계, 국가재정, 세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함

교육과정 구성 및 내용

현장 실무교육

교육 방법



- 석사과정은 정부재정회계관련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수업을 하며, 

석사학위논문 작성을 통해 학위를 수여함

- 박사과정은 정부재정회계관련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수업을 하며,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통해 학위를 수여함

교육과정

수업 방법 및 학위수여 계획

입학 자격

등록금

- 석사과정은 학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관련학과가 아닌 경우 선수과목을 지정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함.

- 박사과정은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 박사과정(석사과정) 2,048천원(입학금 175천원, 수업료(1) 389천원, 수업료(2) 1,484천원)

- 사립대학(약 500만원)에 비해 40% 수준임



충북대학교비전과목표



충북대학교연혁

1951.09.27  도립 청주농과초급대학(2년제)으로 개교

1953.01.10  도립 청주농과대학(4년제)으로 승격

1956.04.23  도립 충북대학으로 개명

1962.03.01  충남대학교와 통합, 국립충청대학교로 교명 변경

1963.03.01  국립 충북대학으로 개편(충남대학교와 분리)

1977.12.31  국립 충북대학교로 승격
(공과대학, 농과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설립 인가)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