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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수험)증(견양) ‧‧‧‧‧‧‧‧‧‧‧‧‧‧‧‧‧‧‧‧‧‧‧‧‧‧‧‧‧‧‧‧‧‧‧‧‧‧‧‧‧‧‧‧‧‧‧‧‧‧‧‧‧‧‧‧‧‧‧‧‧‧‧‧‧‧‧‧‧‧‧‧‧‧‧‧‧‧‧‧‧‧‧‧‧‧‧‧‧‧‧‧‧‧‧‧‧‧‧‧‧‧‧‧‧‧‧‧‧‧‧‧‧‧‧‧‧‧‧‧‧‧‧‧‧‧‧‧‧‧‧‧‧‧‧‧‧‧‧‧‧‧‧‧‧‧‧‧‧‧‧‧‧‧‧‧‧‧‧‧‧‧‧‧‧‧‧‧‧‧‧‧‧‧‧‧‧‧ 31
▣ 전문대연계교육과정 이수확인서(서식) ‧‧‧‧‧‧‧‧‧‧‧‧‧‧‧‧‧‧‧‧‧‧‧‧‧‧‧‧‧‧‧‧‧‧‧‧‧‧‧‧‧‧‧‧‧‧‧‧‧‧‧‧‧‧‧‧‧‧‧‧‧‧‧‧‧‧‧‧‧‧‧‧‧‧‧‧‧‧‧‧‧‧‧‧‧‧‧‧‧‧‧‧‧‧‧‧‧‧‧‧‧‧‧‧‧‧‧‧‧‧‧‧‧‧‧‧‧‧‧‧‧‧‧‧‧‧‧‧ 32
▣ 농어촌/특성화고졸/특성화고졸재직자 지원자격확인서(서식) ‧‧‧‧‧‧‧‧‧‧‧‧‧‧‧‧‧‧‧‧‧‧‧‧‧‧‧‧‧‧‧‧‧‧‧‧‧‧‧‧‧‧‧‧‧‧‧‧‧‧‧‧‧‧‧‧‧‧‧‧‧‧‧‧‧‧‧‧‧‧‧‧‧‧‧‧‧ 33
▣ TOEFL iBT 성적 조회 동의서 ‧‧‧‧‧‧‧‧‧‧‧‧‧‧‧‧‧‧‧‧‧‧‧‧‧‧‧‧‧‧‧‧‧‧‧‧‧‧‧‧‧‧‧‧‧‧‧‧‧‧‧‧‧‧‧‧‧‧‧‧‧‧‧‧‧‧‧‧‧‧‧‧‧‧‧‧‧‧‧‧‧‧‧‧‧‧‧‧‧‧‧‧‧‧‧‧‧‧‧‧‧‧‧‧‧‧‧‧‧‧‧‧‧‧‧‧‧‧‧‧‧‧‧‧‧‧‧‧‧‧‧‧‧‧‧‧‧‧‧‧‧‧‧‧‧‧ 34
▣ 의학과 지원자 자기소개서(서식) ‧‧‧‧‧‧‧‧‧‧‧‧‧‧‧‧‧‧‧‧‧‧‧‧‧‧‧‧‧‧‧‧‧‧‧‧‧‧‧‧‧‧‧‧‧‧‧‧‧‧‧‧‧‧‧‧‧‧‧‧‧‧‧‧‧‧‧‧‧‧‧‧‧‧‧‧‧‧‧‧‧‧‧‧‧‧‧‧‧‧‧‧‧‧‧‧‧‧‧‧‧‧‧‧‧‧‧‧‧‧‧‧‧‧‧‧‧‧‧‧‧‧‧‧‧‧‧‧‧‧‧‧‧‧‧‧‧‧‧‧‧‧‧‧‧‧ 35
▣ 충북대학교 안내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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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 

구   분 기   간(일시) 장    소 비고(유의사항)

입학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2017. 12. 28.(목) 09:00

∼ 2018. 1. 3.(수) 18:00

․ 진학어플라이 홈페이지
  (www.jinhakapply.com)

※ 원서접수 마감이 2018.1.3.(수)
   18:00까지임에 유의
※ 원서접수방법은 ‘2페이지’ 참조
※ 24시간 접수가능

전 형 료
일반 모집단위:50,000원/ 사범대 모집단위※:60,000원/

의학과‧간호학과‧수의학과‧조형예술학과(동양화/서양화/조소)‧디자인학과:70,000원
․인터넷 원서접수 시 결제(납부)

접수(지원)여부확인 2017. 12. 28.(목) 09:00∼ ․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출력한‘접수(수험)증’으로 확인

구비서류 제출기한

※ 구비(제출)서류 및
서류제출방법은

‘10∼15’페이지 참조

2018. 1. 5.(금) 18:00까지

구비(제출)서류가 본교

입학웰컴센터에 도착되어야함.
※ 제출방법: 등기우편, 택배, 방문

․ 서류접수(제출)처(주소)
(우)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개신동) 충북대학교 본부1층
입학웰컴센터(N10동 153호)

․방문제출은 평일(9∼18시)에만
 가능[점심시간(12∼13시) 제외]
․구비(제출)서류 미제출 시
 사정제외(불합격) 처리

제출서류 도착확인
2017. 12. 29.(금) 14:00

∼2018. 1. 15.(월) 18:00
․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구비서류 도착 다음날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1단계 합격자 및 면접대상자 발표
※ 모든 지원자 해당

모집요강 20페이지 참조

2018. 1. 22.(월) ․ 본교 홈페이지
․1단계전형 합격자만 편입학고사
 (전공필기, 면접구술, 실기) 응시 가능

편입학   

고사 일정

예비소집 2018. 1. 26.(금) 09:00

․ 모집단위 지정장소

 ※ 예비소집 및 편입학고사별
    장소는 2018. 1. 22.(월)경,
    본교 홈페이지 공지(예정)

․접수(수험)증, 신분증, 필기구 지참
․편입학고사 결시(미응시)자는
 사정제외(불합격) 처리

전공필기고사 2018. 1. 26.(금) 09:30 ․전공필기고사 시행 모집단위

면접․전공구술고사 2018. 1. 26.(금) 09:30

※ 수의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 전공필기고사 후
※ 건축학과
   조형예술학과(동양화/서양화/조소),
   디자인학과: 실기고사 후

실기고사 2018. 1. 26.(금) 09:30
※ 건축학과
   조형예술학과(동양화/서양화/조소),
   디자인학과

최 초

합 격

합격자 발표 2018. 2. 6.(화) 이전 ․ 본교 홈페이지 공지 ․개별통보 하지 않음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 교부

2018. 2. 6.(화)

~ 2. 8.(목)
․ 본교 홈페이지 공지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등록금 납부
2018. 2. 7.(수) 

~ 2. 8.(목) (2일간)
․ 본교 지정은행
 ※ 은행영업시간 마감 내

․등록금 미납부자는 합격취소
․납부은행 및 방법은 납부고지서 참조

1차

추가

합격

합격자 발표 2018. 2. 9.(금) ․ 개별통보 및 본교 홈페이지 공지 ․본교 홈페이지에서 추가합격 여부 확인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 교부

2018. 2. 9.(금)

~ 2. 12.(월)
․ 본교 홈페이지 공지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등록금 납부 2018. 2. 12.(월)
․ 본교 지정은행
 ※ 은행영업시간 마감 내

․등록금 미납부자는 합격취소
․납부은행 및 방법은 납부고지서 참조

2차

(최종)

추가

합격

합격자 발표
2018. 2. 13.(화)

21:00 이전
․ 개별통보 및 본교 홈페이지 공지 ․본교 홈페이지에서 추가합격 여부 확인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 교부

2018. 2. 13.(화)

~ 2. 14.(수)
․ 본교 홈페이지 공지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등록금 납부 2018. 2. 14.(수)
․ 본교 지정은행
 ※ 은행영업시간 마감 내

․등록금 미납부자는 합격취소
․납부은행 및 방법은 납부고지서 참조

입학(개강)예정일 2018. 3. 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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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원서 작성 및 성적입력 방법 안내

Ⅰ.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2017. 12. 28.(목) 09:00 ~ 2018. 1. 3.(수) 18:00까지(24시간 접수가능)

            ※ 원서접수 마감이 2018. 1. 3.(수) 18:00까지임을 유의

2. 접수방법(장소): 인터넷 접수만 실시함.

 ※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ipsi.chungbuk.ac.kr) 또는 ㈜진학어플라이 홈페이지(www.jinhakapply.com)

Ⅱ. 인터넷 원서접수 절차

1단계: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2단계: 입학원서 작성(입력) 및 접수

사이트

접속
‣대행업체(www.jinhakapply.com) 접속

입학원서

작성

‣편입유형, 모집단위, 개인정보,

 학력 및 성적사항, 금융기관계좌정보 등

 원서 작성 및 사진(3×4cm)파일 업로드

‣모든 사항들을 정확하게 작성(선택/입력)

↓ ↓

회 원

가 입

‣입학원서 접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반드시 지원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가입
입학원서

확인

‣전형료 결제 후에는 편입유형 및

 모집단위 등의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하므로

 작성(입력)한 원서의 내용을 전형료 결제

 전에 반드시 재확인

↓ ↓

유 의
사 항
확 인

‣메인 화면에 있는 접수대학 리스트에서

 충북대학교 선택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

전형료

결제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제(결제 후에는 취소불가)
 ※ 인터넷 원서접수 이용수수료 포함

↓ ↓

원서작성
전

준비사항

‣본인 개인정보[성명(한글/영문),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e-mail 등],

 지원편입유형 및 모집단위, 전적대학

 성적, 공인영어성적(해당자), 본인 금융

 기관계좌정보 등 지원사항 확인

‣입학원서, 접수(수험)증, 발송용봉투라벨

 등이 출력 가능한 프린터 등 준비

입학원서,

접수(수험)증, 

봉투라벨

출력/발송

‣접수된 입학원서 출력

‣‘접수(수험)증’ 출력‧확인(본인 소지)

‣발송용봉투라벨은 출력하여 구비서류(입학

 원서포함) 발송 시 대봉투 앞면에 부착

‣등기우편, 택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구비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본교에 도착될 수 있도록 발송
 ※ 발송 전 내용물을 반드시 재확인

Ⅲ. 일반편입학 지원자 인터넷 원서 접수 시 학점 및 백분율 성적 입력방법 및 서류 제출 안내(필독)

▣ 취득학점 및 백분율 성적 입력방법 및 성적증명서 제출 안내

  가. 4년제 대학 수료 또는 수료 예정자

   1) 2학년 수료 예정자

     가) 2학년 2학기 성적이 미 산출된 지원자

       - 입력방법: 2학년 1학기까지의 총 취득학점 및 백분율 입력 

       - 성적증명서 제출: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를 2018. 1. 5.(금) 제출후 2학년 2학기 성적증명서

는 2018. 1. 15.(월)까지 반드시 추가제출)

     나) 2학년 2학기 성적 산출된 지원자

       - 입력방법: 2학년 2학기까지의 총 취득학점 및 백분율 입력 

       - 성적증명서 제출: 2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2018. 1. 5.(금)까지 제출

     다) 3학년, 4학년 수료자: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의 총 취득학점 및 백분율 성적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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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최종 이수학기 성적증명서가 발급되었을 경우 최종 학점 및 백분율 성적을 

입력하고 최종 이수학기 성적증명서가 미 발급되었을 경우 직전학기 성적

까지의 학점 및 백분율 성적 입력(최종 성적 증명서 반드시 추가제출)

※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를 완료한 지원자는 접수된 입학원서를 출력하여 ‘11~14페이지’의 지원자 해당 구비(제출)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등기우편, 택배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정기일[2018. 1. 5.(금) 18:00]까지 본교 입학웰컴센터에

   도착될 수 있도록 제출(발송) 하여야 함.

※ 발송용 봉투라벨은 출력하여 구비(제출)서류 발송(제출)시 대봉투 앞면에 부착하여 발송(제출)

※ 그 밖의 인터넷 원서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서접수 대행업체로 문의 바람(아래의 연락처)

대행업체명 대행업체 연결사이트 주소 연  락  처 e-mail

㈜진학어플라이 (www.jinhakapply.com) 1544 - 7715 apply@jinhakapply.com 

▣ 편입유형별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Ⅰ. 일반편입학(정원내), 학사편입학, 농어촌지역학생편입학,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학생편입학, 

특성화고졸학생편입학, 특성화고졸재직자편입학(정원외)

단과대학 모 집 단 위 명
편입유형별 모집인원

일반 학사 농어촌 기초/차상위 특성화고졸 특성화고졸재직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 1 1
중어중문학과 1 1
영어영문학과 1 1
독어독문학과 1 1
불어불문학과 5 1 1
노어노문학과 2

철학과 6 1
사학과 3

고고미술사학과 3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1 1
심리학과 1　 1 2
행정학과 1 1

정치외교학과 1 1
경제학과 10 1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3 1

정보통계학과 3 1

물리학과 5 1 1

화학과 5 1

생물과학전공 4 1

미생물학전공 1 1

생화학전공 2 1

천문우주학과 4 1

지구환경과학과 5 1

경영대학

경영학부 8 5명이내
국제경영학과 6 2명이내
경영정보학과 3 1 1



- 4 -

단과대학 모 집 단 위 명
편입유형별 모집인원

일반 학사 농어촌 기초/차상위 특성화고졸 특성화고졸재직자

공과대학

토목공학부★ 11 4명이내 1
기계공학부★ 13 3명이내
화학공학과★ 5 1

신소재공학과★ 3 1 1
건축공학과★ 6 1
안전공학과★ 2 1
환경공학과 1 1
공업화학과★ 3 1
도시공학과 5 1
건축학과 3 1

전자정보대학

전기공학부★ 6 2명이내
전자공학부★ 13 4명이내

정보통신공학부★ 8 3명이내
컴퓨터공학과★ 4 1 2(야간)

소프트웨어학과★ 7 3명이내 1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자원학전공 4 1

환경생명화학전공 5 1

식품생명공학전공 1 1

축산학전공 5 1 1

식물의학전공 2 1

특용식물학전공 3 1

원예과학전공 1 1

산림학과 2 1

지역건설공학과★ 2 1 1

바이오시스템공학과 3 1

목재‧종이과학과 2

농업경제학과 1 1 1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
지리교육과 1
사회교육과 2
물리교육과 1
화학교육과 1
생물교육과 1

생활과학대학
패션디자인정보학과 1

주거환경학과 1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3 1

의과대학
의학과 2

간호학과 7

융합학과군

조형예술학과
(동양화전공) 1

조형예술학과
(서양화전공) 4

조형예술학과
(조소전공) 1

디자인학과 3
합     계(총모집인원) 238 55명이내 4 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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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편입학은 총모집인원(55명) 이내에서 합격자를 선발하며, 모집단위별 선발대상인원 합계가 총모집인원 미초과 시,

   모집단위별 최대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배정․선발하며, 총모집인원 초과 시, 총모집인원에서 선발대상인원이 있는 모집단위별로
   우선 1명씩 모집인원 배정후, 잔여 모집인원이 있을 경우, 최대모집인원이 2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하여 모집단위별
   잔여 사정대상인원, 지원인원 등을 고려(비례)하여 모집단위별 최대모집인원 이내에서 모집인원을 추가 조정하여 배정(선발)함.

※ ‘건축학과’는 ‘5년제 학과’임.

※ ‘★’ 표시된 모집단위는 ‘공학교육인증심화프로그램’ 운영 모집단위로 입학생은 자동적으로 공학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

※ 사정제외자(지원자격 미달자, 구비서류 제출포기자 및 미제출자, 편입학고사 결시자, 부정행위자 등)는

   위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음. 

Ⅱ. 정부‧군위탁생편입학(정원외): 약간 명

※ 교육부장관의 추천에 의한 ‘정부‧군위탁생(정원외)’은 위의 일반편입학 및 학사편입학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외로 별도 선발함.

※ 아래의 ‘일반편입학’ 또는 ‘학사편입학’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되어 선발된 군인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만 지원 가능함.

※ ‘정부‧군위탁생편입학(정원외)’ 지원자는 반드시 ‘교육부장관의 추천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하여야 하며, 인터넷 원서접수 전에
   본교 입학과(043-261-3304)로도 사전 연락하여 지원가능여부를 상담한 후, 지원(접수)하여야 함.

Ⅲ. 전문대연계편입학(대학과전문대학과의교육과정연계학생편입학)(정원외)

본교 전문대연계
편입학 모집단위

연계교육과정 협약 전문대학 및 학과(부‧전공)
연계교육
적용시기

단과대 모집단위
모집
인원

전문대학명 지원가능 학과(부‧전공)명

사회대 행정학과 3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복지행정과 2009년

충청대학교 ․경찰행정과 2009년

자연대
생명과학부
미생물학전공

3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임상병리과(주) 2007년

경영대 경영학부 14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금융보험부동산과 2007∼2013학년도 신입생으로
  2015년 8월까지 졸업한 자는 지원가능

2007년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2007년

공과대 기계공학부 7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자동차과(주/야) ․컴퓨터응용기계과(주/야) 2007년

․언어재활보청기과
※언어청각보청과 2009∼2011학년도 신입생으로
  2013년 8월까지 졸업한 자는 지원가능

2012년

충청대학교 ․항공자동차기계학부(기계설계전공) 2007년

충북도립대학 ․기계자동차과 2007년

공과대 환경공학과 3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2007년

전정대
전기공학부 6 충청대학교 ․전기전자학부(전기전공) 2007년

전자공학부 11 충청대학교 ․전기전자학부(반도체장비전공) 2007년

전정대
정보통신
공학부

9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반도체전자과 
․정보통신부사관과
※인터넷쇼핑몰마케팅과 2007~2013학년도 
  신입생으로 2015년 8월까지 졸업한 자는 지원가능
※컴퓨터게임과 2007~2012학년도 신입생으로 
  2014년 8월까지 졸업한 자는 지원가능

2007년

충청대학교

․전자컴퓨터학부 전자통신전공(2년제)(2015)
※디지털전자통신과
  2007~2014년도 디지털전자통신과 신입생으로 2016년 2

월까지 디지털전자통신과로 졸업한 자 또는 전자컴퓨터
학부 전자통신전공(2년제)으로 승계되어 2018년 2월까지 
졸업 가능한 자는 지원가능

2015년

충북도립대학

※전자정보계열 전자통신전공
  2007~2014학년도 신입생으로 2016년 2월까지 
  졸업한 자는 지원가능
※의료전자과 
  2007~2014학년도 신입생으로 2016년 2월까지 
  졸업한 자는 지원가능

2007년

한양여자대학교 ․컴퓨터정보과 ․정보경영과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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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에 명시된 본교와 연계교육과정협약이 체결된 전문대학의 해당 학과(부‧전공)에 ‘연계교육적용시기’ 이후에 신입학하여 연계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교육과정 연계학과(부‧전공) 부서장의 ‘전문대연계교육과정이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자로서 위의 표에 명시된

   본교의 연계교육과정 협약체결 모집단위로만 지원이 가능함.[위의 연계교육과정 학과(부‧전공)로 전과한 자는 지원불가]

※ 위에 명시된 전문대학 협약 학과(부‧전공)의 명칭이 전문대학의 학칙이나 규정에 의거 변경(승계)된 경우 변경(승계) 전‧후의 학과(부‧전공) 졸업(예정)자도

   교육과정 연계학과(부‧전공) 부서장이 발급한 ‘전문대연계교육과정 이수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단, ‘연계교육적용시기’ 이후에 해당 전문  

   대학 및 학과(부‧전공)에 신입학한 자만 지원 가능하며, 인터넷 원서접수 전에 본교 입학과(043-261-3304)에 지원가능여부를 상담한 후, 지원(접수)하여야 함.]

※ ‘★’ 표시된 모집단위는 공학교육인증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집단위로, 입학생은 자동적으로 전원 공학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

※ 사정제외자(지원자격 미달자, 구비서류 제출포기자 및 미제출자, 편입학고사 결시자, 부정행위자 등)는 위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음.

본교 전문대연계
편입학 모집단위

연계교육과정 협약 전문대학 및 학과(부‧전공)
연계교육
적용시기

단과대 모집단위
모집
인원

전문대학명 지원가능 학과(부‧전공)명

전정대

컴퓨터공학과 3 충청대학교

․전자컴퓨터학부 컴퓨터정보전공(2년제)(2015)
※ 컴퓨터정보과
  2007~2014학년도 컴퓨터정보과 신입생으로 2016년 2월까
지 컴퓨터정보과로 졸업한 자 또는 전자컴퓨터학부 컴퓨
터정보전공(2년제)으로 승계되어 2018년 2월까지 졸업 
가능한 자는 지원가능

2015년

소프트웨어학과 8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바이오의료정보과(2년제)(2015)
※바이오정보과 2014학년도 신입생으로
  2016년 8월까지 졸업한 자는 지원가능

2015년

충청대학교

․전자컴퓨터학부 컴퓨터정보전공(2년제)(2015)
※ 컴퓨터정보과
  2007~2014학년도 컴퓨터정보과 신입생으로 2016년 2월까
지 컴퓨터정보과로 졸업한 자 또는 전자컴퓨터학부 컴퓨
터정보전공(2년제)으로 승계되어 2018년 2월까지 졸업 가
능한 자는 지원가능

2015년

충북도립대학

․컴퓨터융합공학과(2년제)(2015)
※컴퓨터정보과 2013~2014학년도 신입생으로
  2016년 2월까지 졸업한자 또는 컴퓨터융합공학과로 승
계되어 2018년 2월까지 졸업 가능한 자는 지원 가능

※컴퓨터융합공학과 2015~2016학년도 신입생으로 2018년 
2월말까지 졸업 가능한 자는 지원 가능

2015년

농생대
목재․종이 
과학과

2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인테리어과 2007~2013학년도 신입생으로 
  2015년  8월까지 졸업한 자는 지원가능

2014년

충청대학교

․식품영양외식학부
※식품영양학부 식·의약품질분석전공
  2007~2012학년도 신입생으로 2014년 2월까지 
  졸업한 자는 지원가능

2013년

생활대

패션디자인 
정보학과

2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뷰티스타일리스트과 또는 뷰티코스메틱과
  2007~2012학년도 신입생으로 2014년 8월까지
  졸업한 자는 지원가능

-

충청대학교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2년제)(2015)
※ 패션디자인과
  2007~2014학년도 패션디자인과 신입생으로 2016년 2월까지 
패션디자인과로 졸업한 자는 또는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
전공(2년제)으로 승계되어 2018년 2월까지 졸업 가능한 자
는 지원가능

2015년

주거환경학과 2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인테리어과 2007~2013학년도 신입생으로
  2015년 8월까지 졸업한 자는 지원가능

-

충청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부 인테리어디자인전공(3년제)(2015)
※ 실내건축과
  2007~2014학년도 실내건축과 신입생으로 2016년 2월까
지 실내건축과로 졸업한 자 또는 건축인테리어학부 인
테리어디자인전공(3년제)으로 승계되어 2018년 2월까지 
졸업 가능한 자는 지원 가능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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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유형별 지원자격 및 편입학 학년

▣ 편입학 공통지원자격 :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2018.1.5.(금))까지 취득한 공인영어성적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할 수 있는 자[TOEIC, TEPS, TOEFL(iBT) 중 택 1] 

   ※모든 편입유형지원자에 해당

   ※공인영어성적은 2016. 3. 1.이후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2018. 1. 5.(금)까지 제출한 성적만 반영

Ⅰ. 편입유형별 지원자격

1. 일반편입학(정원내) 지원자격

  가. 공통지원자격: 전적대학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 이상 수료(예정)하고 전적대학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 외국 4년제 대학 출신자는 2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한 자

         [단,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서류(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기준학점, 학년 또는 학기이수요건 등)와

              기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자격을 인정함.]

    2)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년제 전문대학에서 2년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음.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이수자 중

      가) 전문학사학위과정 중인 자: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나) 학사학위과정 중인 자: 70학점(학사학위취득학점의 1/2) 이상 취득한 자

    4)「고등교육법」제50조의 3에 따라 교육부가 지정한 81개 전문대학※의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 이상 수료(예정)하고 전적대학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 교육부 지정 전문대학(81개대학)

학년도 전 문 대 학 명 비고

2012

군산간호대, 경복대, 원광보건대, 강릉영동대, 선린대, 조선간호대, 경북과학대, 전남과대학대

기독간호대, 마산대, 광주보건대, 혜전대, 거제대, 서영대, 여주대, 가톨릭상지대, 호산대

경북보건대, 대경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대전보건대, 문경대, 수원과학대, 

신성대, 안동과학대, 안산대, 영남이공대, 제주한라대, 청암대, 충청대, 대전과학기술대

32개

2013 동강대, 동의과학대, 두원공과대, 수성대, 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 한림성심대 7개

2014 경남정보대, 경북전문대, 동아인재대, 서울여자간호대, 영진전문대, 충북보건과학대 6개

2015
경인여자대, 계명문화대, 김해대, 대동대, 대원대, 동남보건대, 동원과학기술대, 삼육보건대, 

수원여자대, 전북과학대, 제주관광대, 진주보건대
12개

2016
경민대, 구미대, 동주대, 목포과학대, 백석문화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자대, 부천대, 

서정대, 순천제일대, 용인송담대, 인천재능대, 전주비전대
13개

2017 강동대, 경남도립거창대, 서일대, 창원문성대, 포항대 5개

2018 군장대, 서라벌대, 송곡대, 송호대, 영남외국어대, 한영대 6개

    5) 기타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2018년 2월까지 취득 가능한 자 포함)도 지원할 수 있음.



- 8 -

  나. 인문대 중어중문학과, 사회대 행정학과, 공과대 건축학과, 수의대 수의학과, 의과대 의학과 및 간호학과 

지원생은 아래의 지원자격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모집단위 지   원   자   격

중어중문학과 ․공인중국어시험(HSK) 성적이 3급 이상인 사람

행정학과
․공인영어 성적이 아래 점수 이상인 사람(택1)

- TOEIC(990점만점) 700점, TEPS(990점만점) 555점, TOEFL IBT(120만점) 79점

건축학과 ․설계작품도면집(손도면 및 도면(CAD 작업) 등) A4 5매 제출이 가능한 자

수의학과

․이수한 학점이 90학점 이상인 사람

․전적대학 학과 성적이 100점만점에 85점 이상인 사람

․공인영어 성적이 아래 점수 이상인 자(택1)
- TOEIC(990점만점) 720점, TEPS(990점만점) 569점, TOEFL IBT(120만점) 81점

의학과

간호학과

․전적대학 학과 성적이 100점만점에 85점 이상인 사람

․공인영어 성적이 아래 점수 이상인 자(택1)
- TOEIC(990점만점) 805점, TEPS(990점만점) 642점, TOEFL IBT(120만점) 92점

※ 위의 공인어학성적은 2016. 3. 1. 이후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2018. 1. 5.(금)까지 제출한 성적만 인정(반영)

※ TOEIC 및 TEPS는 990점 만점, TOEFL iBT는 120점 만점임.

※ HSK는 HSK한국사무국에서 시행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며 지원자격확인 확인후 전형요소에는 미반영함.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전적대학에서 징계로 제적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2) 원서접수 마감일(2018. 1. 3.(수)) 현재 충북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

    3) 2018년 2월, 4년제 대학(전문대 4년제 간호학과 포함) 2학년 수료예정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전적(출신)대학의‘2017학년도 2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2018. 1. 15.(월)까지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추가로 제출할 수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상기 해당자는 반드시 ‘2017학년도 1학기까지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구비서류 제출마감일[2018. 1. 5.(금)]까지
          우선 제출하고 ‘2017학년도 2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는 2018. 1. 15.(월)까지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서류미비로 사정제외(불합격) 처리함.

    4) 2018년 2월, 4년제 대학(전문대 4년제 간호학과 포함) 2학년 수료예정자 중 구비서류 제출마감일

      [2018.1.5.(금)]까지 전적(출신)대학의 사정에 의하여‘2학년 수료(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자는

      반드시‘2학년 재학증명서’를 구비서류 제출마감일[2018. 1. 5.(금)]까지 우선 제출하고,

      ‘2학년 수료(예정)증명서’는 2018. 1. 15.(월)까지 반드시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서류  

 미비로 사정제외(불합격) 처리함.

    5) 취득학점이 지원자격에 적용되는‘수의학과 지원자(2학년이상 수료하고 90학점 이상 취득)’는 구비서류 추가

       제출마감일[2018.1. 15.(월)]까지 지원자격 이상 취득한 학점이 표기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자만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자격 미달자로 사정제외(불합격) 처리함.

    6) 취득학점이 지원자격에 적용되는‘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이수자(70학점 이상 취득)’는

       구비서류제출마감일[2018.1.5.(금)]까지 지원자격 이상 취득한 학점이 표기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자만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자격 미달자로 사정제외(불합격) 처리함.

    7) 4년제 대학의 2학년 수료요건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원서접수) 전에 현재 재적 중인 대학에

       본인의 2학년 수료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8) 전문대 졸업예정자는 2018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4년제 대학(전문대 4년제

      간호학과 포함) 2학년 수료예정자는 2018년 2월까지 2학년 수료가 가능하여야 지원이 가능함.

    9) 지원자의 성적(취득학점 및 백분율점수) 반영은 구비서류 제출 시 제출한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성적까지만 반영함.

      ※ 단, 2018년 2월, 4년제 대학(전문대 4년제 간호학과 포함) 2학년 수료예정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2017학년도 2학기 성적까지 반영하며, 지원자의 성적은 지원자격 충족 시에 한하여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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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사편입학(정원외) 지원자격

  가. 공통지원자격: 전적대학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학사학위 취득(예정)자(2018년 2월까지 취득 가능한 자 포함)

      ※ 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도 지원 가능

    2) 기타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는 학사편입학에 지원할 수 없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법 제9조에 의거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또는 ‘2018년 2월까지 학사학위 취득예정’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나. 인문대 중어중문학과, 사회대 행정학과, 공과대 건축학과, 수의대 수의학과 지원자는 아래의 지원자격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

모집단위 지   원   자   격

중어중문학과 ․공인중국어시험(HSK) 성적이 3급 이상인 사람

행정학과
․공인영어 성적이 아래 점수 이상인 사람(택1)

- TOEIC(990점만점) 700점, TEPS(990점만점) 555점, TOEFL IBT(120만점) 79점

건축학과 ․설계작품도면집(손도면 및 도면(CAD 작업) 등) A4 5매 제출이 가능한 자

수의학과
․공인영어 성적이 아래 점수 이상인 사람(택1)

- TOEIC(990점만점) 720점, TEPS(990점만점) 569점, TOEFL IBT(120만점) 81점

※ 위의 공인어학성적은 2016. 3. 1. 이후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2018. 1. 5.(금)까지 제출한 성적만 인정(반영)

※ TOEIC 및 TEPS는 990점 만점, TOEFL iBT는 120점 만점임.

※ HSK는 HSK한국사무국에서 시행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며 지원자격확인 확인후 전형요소에는 미반영함.

주) 1. 지원자의 성적(취득학점 및 백분율점수) 반영은 구비서류 제출 시 제출한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성적까지만 반영함.

      (단, 지원자의 성적은 지원자격 충족 시에 한하여 반영함.)

   2.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는 2018년 2월까지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여야 지원이 가능함.

3. 정부‧군위탁생편입학(정원외) 지원자격

  • 위의‘일반편입학 ’또는‘학사편입학’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공무원 교육훈련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되어
    선발된 군인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편입학’또는‘학사편입학’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가능)

  ※ ‘정부‧군위탁생편입학(정원외)’ 지원자는 반드시 ‘교육부장관의 추천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하여야 하며, 인터넷 원서접수 전에
     본교 입학과(043-261-3304)로도 사전 연락하여 지원가능여부를 상담한 후, 지원(접수)하여야 함.

4. 전문대연계편입학(정원외) 지원자격

  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9호에 의거, 본교와 사전 연계협약을 체결한 전문대학(충북보건과학
     대학교, 충청대학교, 충북도립대학, 한양여자대학교)의 해당 학과(부․전공)에‘연계교육적용시기※’

     이후에 신입학하여 연계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해당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연계학과

     (부․전공) 부서장의‘전문대연계교육과정 이수확인서’제출이 가능한 자

     ※ 연계교육과정 협약 학과(부‧전공)로 전과한 자는 지원불가

  나. 사회대 행정학과 지원자는 아래의 지원자격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

모집단위 추 가  지 원  자 격

행정학과 • 공인영어 성적이 다음 점수 이상인 자(택1): TOEIC 700점, TEPS 555점, TOEFL iBT 79점

※ 위의 공인영어성적은 2016. 3. 1. 이후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2018. 1. 5.(금)까지 제출한 성적만 인정(반영)
※ TOEIC 및 TEPS는 990점 만점, TOEFL iBT는 120점 만점임.

  다.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전적(출신)대학의‘2017학년도 2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2018. 1. 15.(월)까지 추가로 제출할 수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상기 해당자는 반드시 ‘2017학년도 1학기까지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구비서류 제출마감일[2018.1.5.(금)]까지
        우선 제출하고 ‘2017학년도 2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는 2018. 1. 15.(월)까지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서류미비로 사정제외(불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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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해당 전문대학 및 학과(부․전공)별‘연계교육적용시기’는‘5~6페이지’의‘Ⅲ. 전문대연계편입학’의‘표’참조

   2. 본교와 교육과정연계협약을 체결한 전문대학 및 학과(부․전공)와 본교의 지원가능 모집단위는‘5~6페이지’의

     ‘Ⅲ. 전문대연계편입학’의‘표’참조

   3. 모집요강‘5~6페이지’에 명시된 전문대학 협약 학과(부․전공)의 명칭이 전문대학의 학칙이나 규정에 의거 변경(승계)된 경우에는

      변경(승계) 전․후의 학과(부․전공) 졸업(예정)자도 교육과정연계학과(부․전공)부서장이 발급한‘전문대연계교육과정 이수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단,‘연계교육적용시기’이후에 해당 전문대학 및 학과(부․전공)에 신입학한 자만 지원 가능

      하며, 인터넷 원서접수 전에 본교 입학과(043-261-3304)에 지원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지원(접수)하여야 함.]

   4. 지원자의 성적(취득학점 및 백분율점수) 반영은 구비서류제출 시 제출한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성적까지만 반영함.

     ※ 단,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17학년도 2학기 성적까지 반영하며, 지원자의 성적은 지원자격 충족 시에 한하여 반영함.

   5. 졸업예정자는 2018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야 지원 가능함.

5. 농어촌지역학생편입학(정원외) 지원자격

  ▣ 지원자격: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을 갖추고 전적대학 신입학 당시 농어촌지역학생전형(정원외)으로 입학한 자

     ※ 학력자격 및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은 상기 1.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을 참고

6.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생위학생편입학(정원외) 지원자격

  ▣ 지원자격: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를 가구단위로 보장받은 가구의 학생, 혹은 개인단위로 보장받은 본인

    2)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차상위부가 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 중 하나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혹은 개인단위로 보장받은 본인

    3)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의 학생 

     ※ 학력자격 및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은 상기 1.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을 참고

7. 특성화고졸학생편입학(정원외) 지원자격

  ▣ 지원자격: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을 갖추고 전적대학 신입학 당시 특성화고졸전형(정원외)으로 입학한 자

     ※ 학력자격 및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은 상기 1.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을 참고

8. 특성화고졸재직자편입학(정원외) 지원자격

  ▣ 지원자격: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을 갖추고 전적대학 신입학 당시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정원외)으로 입학한 자

     ※ 학력자격 및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은 상기 1.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을 참고

9. 기타지원자격

  가. 어학력자격

    1) 적용편입유형: 모든 편입유형

    2) 적용대상자: 순수외국인※,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지원자에 한하여 적용[※ 내국인은 해당 없음]

      ※ 순수외국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3) 어학능력자격: 위 적용대상자는 아래의 어학능력자격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하여야 지원 가능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충북대학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인 자
         ※ 편입학한 자는 2018. 11. 30.까지 TOPIK 4급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단, 건축학과는 2019. 11. 30.까지이며, 수의학과는 2020. 11. 30.까지임.)

      나) 공인영어능력시험 TOEFL(PBT 550점, CBT 210점, iBT 80점), IELTS 5.5, TEPS 550점, TOEIC 675점 이상인 자
         ※ 위의 공인영어성적은 2016. 3. 1. 이후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2018. 1. 5.(금)까지 제출한 성적만 인정(반영)

  나. 정규대학 인정여부 심사: 지원자가 졸업(수료)한 대학의 정규대학 여부가 모호할 경우에는

                             지원자격 심사에서 정규대학 인정여부를 결정함. 

Ⅱ. 편입학 학년: 3학년 1학기(단,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의과대학 의학과는 1학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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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유형별 구비(제출)서류 및 서류제출방법

▣ 편입학 구비서류 제출 시 참고사항
※ 인터넷 원서접수 완료 후, 반드시 접수된 원서를 출력하여 아래의 구비(제출)서류<인터넷 증명으로 발급받은 증명서(인터넷증명 출력 

원본)도 제출가능> 중 지원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택배, 방문 제출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미제출 시 사정제외(불합격) 처리]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인터넷발급 원본증명서 포함)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 원본대조를 받거나, 공증기관(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하여 공증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기관을
   통하여 공증을 받은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접수(수험)증’은 인터넷접수 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대학 편입학고사일[2018. 1. 26.(금)]에 신분증과 함께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구비(제출)서류 외에 필요할 경우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Ⅰ. 일반편입학 지원자

구 비 ( 제 출 )  서 류

▣ 편입학원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 4년제대학(전문대 4년제 간호학과 포함) 2학년이상 수료(예정)자: 수료(예정)증명서 1부.

  ※ 수료예정자 중 전적(출신)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수료(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자(필독)
   -‘2학년 재학증명서’를 구비서류 제출마감일 2018. 1. 5.(금) 까지 우선 제출 후
   -‘2학년 수료(예정)증명서’는  2018. 1. 15.(월)까지 반드시 추가 제출 이를 위반할 경우, 서류미비로 사정제외(불합격) 처리함.
※ 외국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자는 수료증빙서류(학력증명, 성적증명, 졸업기준학점, 학년 또는 학기이수요건 등)를 추가 제출

▣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1부.(또는 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1부.(또는 전문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이수자
  • 전문학사과정 이수자: 전문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 학사과정 이수자 중

   - 70학점 이상 취득자: 학점인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 충북대학교에서 제적(자퇴 등)된 자는 ‘제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외국 (전문)대학 수료(또는 졸업) 예정자는 입학 후, 수료증명서 또는 졸업(학위)증명서를 입학과(입학1팀)로 제출
※ 중국 (전문)대학졸업자는 졸업증명서, 학사학위증명서(※전문대학 제외), 중국 교육부 등록 (전문)학사과정 학력증명서
   [(www.chsi.com.cn) 사이트 참조]를 모두 제출(제출이 불가한 경우, ‘자필 사유서’ 제출)
※ 미국 대학 졸업자는 학력조회기관인 NSC(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에서 발급하는 학력증명서를 추가 제출
   [학력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방법은(www.studentclearinghouse.org) 사이트 참조](제출이 불가한 경우, ‘자필 사유서’ 제출)

▣ 성적증명서 1부.

※ 수료예정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로서 2018. 1. 5.(금)까지 ‘2017학년도 2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자(필독)
   -‘2017학년도 1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구비서류 제출마감일 2018. 1. 5.(금) 까지 우선 제출 후
  -‘2017학년도 2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는  2018. 1. 15.(월)까지 반드시 추가 제출 이를 위반할 경우, 
     서류미비로 사정제외(불합격) 처리함.
※ 성적증명서에는 전적대학에서 표기한 백분율점수(100점만점 기준)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전적(前籍)대학으로 편입한 자는 편입 전(前) 대학의 성적증명서(백분율점수 표기)도 반드시 제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출신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을 받은 대학의 성적증명서
   (백분율점수 표기)를 모두 제출(*시간제등록 대학 또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 6년제 대학(의대, 수의대, 한의대, 치대 등) 출신자는 예과, 본과 성적을 모두 제출하며, 6년제 약대 출신자는 전공과정 편입 전·후 성적을 모두 제출
※ ‘외국대학 출신자’는 별도로 성적증명서를 출신대학에 신청하여 해당 외국대학에서 본교 입학과로 직접 발송하도록 하여야함.(제출이 불가한 경우, ‘자필 사유서’ 제출)
  (영문주소: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Republic of Korea,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dmissions)

▣ 공인영어 성적증명서 1부.(단, TOEFL iBT 성적제출자는 성적증명서 및 TOEFL iBT 성적조회 동의서 추가제출)
※ 2016. 3. 1. 이후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구비서류제출 마감기한[2018. 1. 5.(금)] 내에 제출한 성적만 인정(반영)함.
※ 외국에 응시하여 취득한 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HSK 또는 HSK iBT 3급 이상 성적증명서 1부.(중어중문학과 지원자만 제출)
※ HSK 성적표 원본 또는 성적확인증명서 원본 제출.(HSK한국사무국에서 시행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

※ 2016. 3. 1. 이후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구비서류제출 마감기한[2018. 1. 5.(금)] 내에 제출한 성적만 인정(반영)함.

▣ 설계작품도면집(손도면 및 도면(CAD 작업) 등) A4 규격 5매.(건축학과 지원자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및 관련 증빙서류 각1부.(의학과 지원자만 제출)
※ 본교 소정서식(모집요강 ‘35∼42페이지’ 서식 참조)을 Down 받아 작성하며, 의학과 지원자는 모두 제출하여야 함.

▣ 프리젠테이션(파워포인트) 작성 파일(저장매체: USB) 및 출력물 각 1부(매).(의학과 1단계전형 합격자 만 제출)
※ 발표주제 및 시간: ‘나의 꿈’, (4분 이내)
※ 의학과 1단계전형 합격자는 위의 자료를 편입학고사일[2018.1.26.(금)]에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출력물은 의학과 편입학고사
진행위원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미지참 또는 미제출 시 면접·전공구술고사에 응시할 수 없으며, 사정제외(불합격) 처리함.)

▣ 지원자중 순수외국인 외국 학교(초·중·고) 전(全)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한하여 제출(택1) (※내국인은 해당 없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또는 충북대학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1부(택1).
※ 영어능력시험(TOEFL PBT, TOEFL CBT, TOEFL iBT, IELTS, TEPS, TOEIC) 성적증명서 1부(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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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사편입학 지원자

구 비 ( 제 출 )  서 류

▣ 편입학원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 졸업(예정)증명서 1부.(또는 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 외국대학 졸업예정자는 입학 후, 졸업증명서 또는 학사학위증명서를 입학과(입학1팀)로 제출
※ 중국 대학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학사학위증명서, 중국 교육부 등록 학사과정 학력증명서[(www.chsi.com.cn) 사이트 참조]를
   모두 제출(제출이 불가한 경우, ‘자필 사유서’ 제출)
※ 미국 대학 졸업자는 학력조회기관인 NSC(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에서 발급하는 학력증명서를 추가 제출
   [학력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방법은(www.studentclearinghouse.org) 사이트 참조](제출이 불가한 경우, ‘자필 사유서’ 제출)

▣ 성적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에는 전적대학에서 표기한 백분율점수(100점 만점 기준)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전적(前籍)대학으로 편입한 자는 편입 전(前) 대학의 성적증명서(백분율점수 표기)도 반드시 제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출신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을 받은 대학의 성적증명서
  (백분율점수 표기)를 모두 제출(*시간제등록 대학 또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 6년제 대학(의대, 수의대, 한의대, 치대 등) 출신자는 예과, 본과 성적을 모두 제출하며, 6년제 약대 출신자는 전공과정 편입 전·후 성적을 모두 제출)
※ ‘외국대학 졸업자’는 별도로 성적증명서를 출신대학에 신청하여 해당 외국대학에서 본교 입학과로 직접 발송하도록 하여야함.(제출이 불가한 경우, ‘자필 사유서’ 제출)
  (영문주소: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Republic of Korea,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dmissions)

▣ 공인영어 성적증명서 1부.(단, TOEFL iBT 성적제출자는 성적증명서 및 TOEFL iBT 성적조회 동의서 추가제출)
※ 2016. 3. 1. 이후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구비서류제출 마감기한[2018. 1. 5.(금)] 내에 제출한 성적만 인정(반영)함.
※ 외국에 응시하여 취득한 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HSK 또는 HSK iBT 3급 이상 성적증명서 1부.(중어중문학과 지원자만 제출)
※ HSK 성적표 원본 또는 성적확인증명서 원본 제출.(HSK한국사무국에서 시행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
※ 2016. 3. 1. 이후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구비서류제출 마감기한[2018. 1. 5.(금)] 내에 제출한 성적만 인정(반영)함.

▣ 설계작품도면집(손도면 및 도면(CAD 작업) 등) A4 규격 5매.(건축학과 지원자만 제출)

▣ 지원자중 순수외국인 외국 학교(초·중·고) 전(全)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한하여 제출(택1) (※내국인은 해당 없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또는 충북대학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1부(택1).
※ 영어능력시험(TOEFL PBT, TOEFL CBT, TOEFL iBT, IELTS, TEPS, TOEIC) 성적증명서 1부(택1).

Ⅲ. 정부·군위탁생편입학 지원자 [※‘일반편입학’또는‘학사편입학’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가능]

1. 교육부장관의 정부·군위탁생 추천 공문 1부.

   ※ ‘교육부(교육부장관 명의)의 발송 공문’으로 대체하며, 지원자는 제출하지 않음.

2. 일반/학사편입학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위의‘Ⅰ. Ⅱ 일반/학사 지원자’(7페이지 참조)의

  해당 구비(제출)서류를 제출

※ ‘정부·군위탁생편입학’은 위의 ‘일반편입학’ 또는 ‘학사편입학’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공무원 교육훈련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
되어  선발된 군인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만 지원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 또는 상담 후, 지원하시기 바람.

Ⅳ. 전문대연계편입학 지원자

구 비 ( 제 출 )  서 류

▣ 편입학원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 졸업(예정)증명서 1부.(또는 전문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로서 2018. 1. 5.(금)까지 ‘2017학년도 2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자(필독)
   -‘2017학년도 1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구비서류 제출마감일 2018. 1. 5.(금) 까지 우선 제출 
  -‘2017학년도 2학년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는 2018. 1. 15.(월)까지 반드시 추가 제출 이를 위반할 경우, 서류미비

로 사정제외(불합격) 처리함.
※ 성적증명서에는 전적대학에서 표기한 백분율점수(100점 만점 기준)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 공인영어 성적증명서 1부.(단, TOEFL iBT 성적제출자는 성적증명서 및 TOEFL iBT 성적조회 동의서 추가제출)
※ 2016. 3. 1. 이후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구비서류제출 마감기한[2018. 1. 5.(금)] 내에 제출한 성적만 인정(반영)함.
※ 외국에 응시하여 취득한 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전문대연계교육과정 이수확인서 1부.[반드시 본교 ‘소정서식(32페이지 서식)’ 사용]
※ 전문대연계편입학 지원자는 본교와 연계교육협약을 체결한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연계학과(부·전공) 부서장으로부터
   ‘전문대연계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본교 소정서식(모집요강 ‘32페이지’ 서식 참조)을 내려받아 사용하며, 전문대연계편입학 지원자는 모두 제출하여야 함.
※ 본교와 연계교육과정협약이 체결된 전문대학의 해당 학과(부·전공)에 ‘연계교육적용시기’ 이후에 신입학하여 연계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교육과정연계학과(부·전공) 부서장의 ‘전문대연계교육과정이수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만 지원 가능

▣ 지원자중 순수외국인 외국 학교(초·중·고) 전(全)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한하여 제출(택1) (※내국인은 해당 없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또는 충북대학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1부(택1).
※ 영어능력시험(TOEFL PBT, TOEFL CBT, TOEFL iBT, IELTS, TEPS, TOEIC) 성적증명서 1부(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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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농어촌지역학생편입학,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학생편입학, 특성화고졸학생편입학  

특성화고졸재직자편입학 지원자

구 비 ( 제 출 )  서 류

지

원

자 

공

통

▣ 편입학원서 1부.
※인터넷 원서접수 후, 접수된 원서를 출력하여 아래 지원자 본인의 해당서류와 함께 충북대학교로 발송[2018. 1. 5.(금)까지 도착]

▣ 4년제대학(전문대 4년제 간호학과 포함) 2학년이상 수료(예정)자: 수료(예정)증명서 1부.

  ※ 수료예정자 중 전적(출신)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수료(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자(필독)

   -‘2학년 재학증명서’를 구비서류 제출마감일 2018. 1. 5.(금) 까지 우선 제출 후

   -‘2학년 수료(예정)증명서’는  2018. 1. 15.(월)까지 반드시 추가 제출 이를 위반할 경우, 서류미비로 사정제외

(불합격) 처리함.

※ 외국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자는 수료증빙서류(학력증명, 성적증명, 졸업기준학점, 학년 또는 학기이수요건 등)를 추가 제출

▣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1부.(또는 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1부.(또는 전문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이수자

  • 전문학사과정 이수자: 전문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 학사과정 이수자 중

    - 70학점 이상 취득자: 학점인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 충북대학교에서 제적(자퇴 등)된 자는 ‘제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외국 (전문)대학 수료(또는 졸업) 예정자는 입학 후, 수료증명서 또는 졸업(학위)증명서를 입학과(입학1팀)로 제출

※ 중국 (전문)대학졸업자는 졸업증명서, 학사학위증명서(※전문대학 제외), 중국 교육부 등록 (전문)학사과정 학력증명서

   [(www.chsi.com.cn) 사이트 참조]를 모두 제출(제출이 불가한 경우, ‘자필 사유서’ 제출)

※ 미국 대학 졸업자는 학력조회기관인 NSC(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에서 발급하는 학력증명서를 추가 제출

   [학력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방법은(www.studentclearinghouse.org) 사이트 참조](제출이 불가한 경우, ‘자필 사유서’ 제출)

▣ 성적증명서 1부.

※ 수료예정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로서 2018. 1. 5.(금)까지 ‘2017학년도 2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자(필독)

   -‘2017학년도 1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구비서류 제출마감일 2018. 1. 5.(금) 까지 우선 제출 후

  -‘2017학년도 2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는  2018. 1. 15.(월)까지 반드시 추가 제출 이를 위반할 경우, 

서류미비로 사정제외(불합격) 처리함.

※ 성적증명서에는 전적대학에서 표기한 백분율점수(100점만점 기준)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전적(前籍)대학으로 편입한 자는 편입 전(前) 대학의 성적증명서(백분율점수 표기)도 반드시 제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출신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을 받은 대학의 성적증명서

   (백분율점수 표기)를 모두 제출(*시간제등록 대학 또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 6년제 대학(의대, 수의대, 한의대, 치대 등) 출신자는 예과, 본과 성적을 모두 제출하며, 6년제 약대 출신자는 전공과정 편입 전·후 성적을 모두 제출

※ ‘외국대학 출신자’는 별도로 성적증명서를 출신대학에 신청하여 해당 외국대학에서 본교 입학과로 직접 발송하도록 하여야함.(제출이 불가한 경우, ‘자필 사유서’ 제출)

  (영문주소: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Republic of Korea,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dmissions)

▣ 공인영어 성적증명서 1부.(단, TOEFL iBT 성적제출자는 성적증명서 및 TOEFL iBT 성적조회 동의서 추가제출)

※ 2016. 3. 1. 이후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구비서류제출 마감기한[2018. 1. 5.(금)] 내에 제출한 성적만 인정(반영)함.

※ 외국에 응시하여 취득한 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지원자중 순수외국인 외국 학교(초·중·고) 전(全)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한하여 제출(택1) (※내국인은 해당 없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또는 충북대학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1부(택1).

• 영어능력시험(TOEFL PBT, TOEFL CBT, TOEFL iBT, IELTS, TEPS, TOEIC) 성적증명서 1부(택1).

편입

유형

별 

추가

서류

농어촌지역학생편입학/

특성화고졸학생편입학/

특성화고졸재직자편입학

▣ 농어촌지역학생편입학/특성화고졸학생편입학/특성화고졸재직자(정원외) 

   지원자격 확인서 1부.(본교서식)

※ 전적대학 입학관리부서장의 확인 및 날인 후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학생편입학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학생편입학 지원자격 증빙서류
※ 수급자본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본인 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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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안내

1. 제출대상자: 아래의 아포스티유 가입국 대학 졸업자로서 최종합격(등록)하여 2018년 3월에 편입학한 자
2. 제출기한: 2018년 3월 말까지 본교 입학과(입학1팀)로 제출

3. 아포스티유 협약: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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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문서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5. 발급방법: 외국대학 등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부)

6. 관련기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상담전화 02-2100-7500, 영사콜센터 02-3210-0404

7.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협약 미가입국은 공증문서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지 역 협약 가입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니우에

유 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
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
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북 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Ⅶ. 구비서류 제출방법

1. 제출대상자: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한 전원

2. 제출기한: 2018. 1. 5.(금) 18:00까지 본교 입학웰컴센터(N10동 153동)에 도착되어야 함.

3. 제출(송부)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개신동) 충북대학교 대학본부1층 

                 입학웰컴센터(N10동 153호) 대학편입학담당 (우편번호) 28644

4. 구비서류 제출절차 및 유의사항

  가. 구비서류 제출절차

    • 인터넷으로 입학원서 접수

   → 입학원서 접수완료 후,‘입학원서’와‘구비(제출)서류발송용봉투라벨’을 출력

   →‘입학원서’와 상기‘Ⅰ∼Ⅳ항의 구비(제출)서류(11∼14페이지)’중 지원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구비(제출)서류’를 대봉투(A4크기 이상)에 동봉하고‘구비(제출)서류발송용봉투라벨’을 대봉투 앞면에 부착

   → 충북대학교 대학본부1층 입학웰컴센터(N10동 153호)로 제출(발송)(등기우편, 택배,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

      ※ 평일 점심시간(12∼13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1. 1.(월) 신정]은 본교 방문 제출 불가

  나. 유의사항

    • 본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입학원서 및 구비(제출)서류 미제출자는 사정제외(불합격) 처리함.

    • 등기우편 또는 택배 발송 시, 구비서류 제출마감일[2018. 1. 5.(금)] 18:00까지 본교 입학웰컴센터에

      도착되어야 하며, 송달과정에서의 사고는 본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차량을 이용한 본교 방문 구비서류 제출자는 제출 당일 주차료를 면제함.[접수(수험)증 반드시 지참].

     ※ 학교 출차 시에 ‘접수(수험)증’을 제시하면 주차료를 면제 받음(주차료를 지불하지 않음).

    • 입학원서를 제외한 모든 구비(제출)서류(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우측 하단에 ‘입학원서’에

      표기되어 있는 본인의 ‘접수(수험)번호’를 기재(기입)하여 제출

    •‘접수(수험)증’은 본인이 소지[‘접수(수험)증’은 편입학고사일[2018. 1. 26.(금)]에 신분증과 함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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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비(제출)서류 도착여부 확인기간 및 방법

  가. 지원자(인터넷 입학원서 접수자) 전원

    • 확인기간: 2017. 12. 29.(금) 14:00 ∼ 2018. 1. 15.(월) 18:00

    • 확인방법: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의 대학입학정보에서 구비(제출)서류 도착 여부 확인

  나. 유의사항

    • 구비서류 제출자는 상기의 방법으로‘구비(제출)서류 도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지원자의 책임이므로 본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지원자는 구비(제출)서류 제출 후, 다음 날에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의 ‘구비(제출)서류도착여부확인’에서

        구비(제출)서류가 도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본교 입학과(입학1팀)(043-261-3304)로

        연락하여 반드시 구비(제출)서류 도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입학원서 접수방법

Ⅰ.  전 형 료

1. 전형료 납부금액

지원자

구  분

일반 모집단위

지원자
사범대 모집단위

수의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조형예술학과(동양화/서양화/조소),

디자인학과 지원자

비 고(납부방법 등)

금 액 50,000원 60,000원 70,000원
․ 인터넷 원서접수 시 결제(납부)

․ 인터넷 원서접수 이용수수료 포함

2. 전형료 반환

  가. 전형료 반환사유 및 반환사유별 반환금액은 아래의 각 호의 구분에 따름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2)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함):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본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전형에 지원한 자가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5) 편입학고사 실시일[2018. 1. 26.(금)] 이전에 편입학고사 응시제외자<1단계전형 불합격자,  
      구비서류 미제출자(제출포기자 포함), 지원자격 미달자, 편입학고사 실시 전 응시포기승인자[※ 2018.1 19.(금)
      까지 응시포기 신청한 자] 등>로 확정·통보된 자: 납부한 전형료의 50%

     ※ 편입학고사 응시대상자가 편입학고사에 결시(미응시)한 경우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나. 전형료 반환관련 유의사항

    1) 전형료 반환용 계좌번호를 인터넷 입학원서에 입력 시, 반드시 지원자 본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전형료가 원활하게 반환될 수 있음.

    2) 편입학고사 응시대상자가 편입학고사에 결시(미응시)한 경우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 단, 상기 ‘가’항의 ‘1)∼4)’의 반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환사유별로 정해진 금액을 반환함.

    3) 전형종료 후 전형료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전형료 잔액을 지원자별 납부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될 수 있으며, 전형료 반환방법은 지원자가 직접 본교를 방문하여 반환받는 방법과 원서접수 시 입학원서에

       입력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를 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이는 반환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음.
        (단, 반환대상자가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형료 반환금액에서 금융기관 전산망 이용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반환되며, 금융기관 전산망 이용수수료 등이 전형료 반환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Ⅱ.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1.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2018. 1. 3.(수) 18:00까지이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절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원서접수는 반드시 본교에서 지정한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여야 함.)

2. 본교의 2018학년도 대학 편입학에서는 1개의 편입유형, 1개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편입유형 및 모집단위에 이중 지원할 수 없으며, 이중 지원 시 사정제외(불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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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원서접수는 본교에서 지정한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내용을 선택 및 입력하고

  전형료 결제를 한 후, 접수(수험)번호 부여로 종료됨.

4.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하므로

  모집요강을 정확히 숙지하여 접수완료(전형료결제) 전에 선택 및 입력한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완료

  (전형료 결제)를 하여야 함.

5. 제출한 서류 및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전형료는 상기‘Ⅲ. 전형료’의‘2. 전형료반환’에

  해당 될 경우에는 반환사유별로 정한 금액을 반환함.

6. 인터넷 원서접수 후‘입학원서’와 지원자 본인‘구비(제출)서류’는 본교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본교

  ‘입학웰컴센터’에 도착되어야 하며, 구비서류 제출 포기자, 특별한 사유없이 구비서류 지정기한 내

  미도착자 및 구비서류 미비자의 경우, 사정제외(불합격) 처리함.

  ※ 지원자별 해당 구비서류 및 구비서류 제출기한은 ‘11∼15페이지’의 구비서류 및 서류제출방법 참조

7.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또는 외국 초‧중‧고등학교 전(全)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원자는 모집요강에서 정한‘어학능력 지원자격’을 충족하여야만 지원(인터넷 원서접수)이

  가능하며, 만일 어학능력 지원자격 미충족자가 지원 시에는 지원자격 미달로 사정제외(불합격) 처리함.

8. 3년제 전문대학에서 2년을 이수한 자, 전적대학에서 징계로 제적된 자, 원서접수 마감일[2018. 1. 3.(수)]

  현재 충북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일반편입학에 지원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지원 시

  지원자격 미달로 사정제외(불합격) 처리함.

9.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는 학사편입학에 지원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지원 시 지원자격 미달로 사정제외(불합격) 처리함.

10. 전문대연계편입학은 본교와 연계교육과정 협약이 체결된 전문대학의 해당 학과(부․전공)에‘연계교육적용

   시기’이후에 신입학하여 연계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교육과정연계학과(부․전공) 부서장의

  ‘전문대연계교육과정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자로서 본교의 연계교육과정 협약체결

   모집단위로만 지원이 가능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지원 시 지원자격 미달로 사정제외(불합격) 처리함.

11.‘접수(수험)증’은 출력하여 편입학고사(전공필기고사, 면접․전공구술고사, 실기고사) 실시 일[2018.1.26.(금)]에 신

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중 소지한 신분증), 필기구(볼펜)와 함께 지참하고 응시하여야 함.

12. 입력한 입학원서와 구비(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교에서는 책임지지 아니함.

13. 입학원서 및 구비(제출)서류의 허위기재(입력), 위․변조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확인(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합격 및 등록을 취소하며, 또한 입학 이후에 확인(발견)될 경우에도 입학(합격)취소 및

   학적을 말소하며, 향후 본교 입학(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함.

   ※ 본교 해당 업무 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입시부정의 경우라도 합격 및 입학취소, 학적말소 등 조치함.

14.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하여 인터넷 접수지연 또는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서접수

   오류, 접수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15.‘접수(수험)증’분실 시 언제든지 접수대행업체[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에 로그-인(Log-In)하

여 새로이 출력이 가능함.

16. 지원자가 인터넷 원서접수를 완료한 경우, 입학전형과 관련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며,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영문포함), 성별, 주민등록번호, 사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e-mail,

   전적대학(지원자가 입력한 모든 대학), 학과(전공), 취득학점, 백분율점수, 학위등록번호, 졸업 또는 수료

   연월, 공인영어성적(해당자),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등이며,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입학전형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제공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자료는 입학전형 종료 후 적법하게 처리 및 관리됨.

  ※ 단, 편입학자의 개인정보자료 중 일부 자료는 본교의 학적자료로 이관되어 활용됨.

17. 전형기간 중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본교 입학과(043-261-

3304)로 연락하여 변경내용을 알려야 하며, 만일 연락처를 잘못 입력하였거나 변경내용 미신고, 미응답,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추가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 등)에 대해서는 지원자의 책임이므로 본교에

서는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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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학원서 작성방법

원서작성구분 작 성 ( 입 력 ) 방 법

어학능력지원

자격대상여부

◦대  상:‘순수외국인 또는 외국 학교 전(全) 교육과정이수 외국인 및 재외국민’지원자만 선택

◦비대상: 상기자를 제외한 지원자만 선택

편입유형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편입유형을 선택

  • 편입유형별 지원자격은 모집요강 ‘7∼10페이지’ 참조

※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위탁생은 ‘정부‧군위탁생’을 반드시 추가 선택(일반편입학 또는 학사편입학 선택자 만 해당)

성   명
◦지원자 본인의‘한글’과‘영문(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 영문명과 동일)’성명을 모두 입력

※ ‘외국 국적 지원자’는 ‘한글 성명’ 란에도 ‘영문 성명’ 기재

성   별 ◦‘남’또는‘여’선택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

 ※ 외국 국적 지원자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남자는 ‘생년월일-5000000’,

   여자는 ‘생년월일-6000000’ 기재

지원모집단위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를 선택

사 진

(Up-load)
◦인터넷 원서접수 시, 본인의 사진파일(3×4cm, 상반신, 정면탈모)을 업로드함.

공인영어

성적

◦TOEIC, TEPS, TOEFL iBT 성적이 본교에서 고시한 일정 점수이상 얻은 자만 입력

※ 공인영어성적은 2016. 3. 1. 이후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구비서류제출 마감기한[2018. 1. 5.(금)] 내에 제출한

   성적만 인정(반영)함으로 상기 기한까지 제출가능한 공인영어성적만 입력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1개의 성적만 입력

※ 공인영어성적을 지원자격으로 하는 행정학과, 수의학과 지원자는 반드시 입력

전적대학

학력사항

◦‘전적(前籍)대학’란

  • 지원자 모두가 작성

  • 일반편입학 지원자 중 4년제 대학(전문대 4년제 간호학과 포함) 수료(예정)자는 전적대학 대학교명,

   학과(부‧전공), 수료학년, 수료(예정)연월을 기재하고,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전적대학 대학(교)명, 학과(부‧전공), 졸업/졸업예정여부,

   졸업(예정)연월을 기재

  • 학사편입학 지원자는 전적대학 대학교명, 학과(부‧전공), 졸업/졸업예정여부, 졸업(예정)연월을 기재

  • 전문대연계편입학 지원자는 전적대학 대학교명, 학과(부‧전공), 졸업/졸업예정 여부, 졸업(예정)연월을 기재

  • 성적은 전적(前籍)대학의 전(全) 학년 성적(취득학점, 백분율점수)을 기재하되, 전적(前籍)대학으로

    편입한 자는 편입 이후의 성적(취득학점, 백분율점수)만 입력(※ 성적 입력이 어려울 경우 본교로 문의)

※ 수의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일반편입학 지원자는 전적대학의 백분율점수(100점 만점)가 85점 이상인 자만 지원 가능

   (전적대학으로 편입한 자는 편입 전‧후 대학 성적 산출식에 대입하여 산출된 백분율점수 반영)

※ 수의학과 일반편입학 지원자는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90학점 이상인 자만 지원 가능

   (전적대학으로 편입한 자는 편입 전‧후 대학의 취득학점을 합산하여 산출된 취득학점 반영)

  • 학위등록번호는 4년제 대학 졸업자(학사학위 취득자)와 전문대학 졸업자(전문학사학위 취득자)만

    기재하되, 학위등록번호가 있는 자만 기재

※ 수료(예정)자, 졸업예정자, 학위등록번호가 없는 자는 기재하지 않음.

◦‘전(前)전적(前籍)대학’란

  • 전적(前籍)대학으로 편입한 자, 학점은행제 이수, 6년제 대학 이수 등의 사유로 전적대학이 2개 대학

    이상인 자는 학력란을 추가하여 대학(교)명, 학과(부‧전공), 수료 또는 졸업여부, 취득학점,

    백분율점수를 위와 같이 입력(2개 대학까지 추가입력 가능)(※ 성적 입력이 어려울 경우 본교로 문의)

※ 의과대, 수의대, 한의대, 치과대 등 예과, 본과로 구분된 6년제 대학인 경우에 성적증명서가 예과, 본과가 구분되어

   있을 경우 2개 대학으로 구분하여 입력하고, 성적증명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1개 대학으로 입력

※ 전공과정 편입학 6년제인 약학대의 경우에는 전공과정 편입 전‧후 2개 대학으로 구분하여 입력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과정 70학점 이상 취득자, 전문학사과정 또는 학사과정 졸업(예정)자는

  학점은행제에서의 학력사항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대학의 대학명, 학과명, 수료 또는

  졸업 여부, 취득학점, 백분율점수를 기재 (단, 시간제등록대학 또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대학명 및 이수성적은

   기재하지 않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이수성적과 중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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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작성구분 작 성 ( 입 력 ) 방 법

지원자

연락처

◦지원자 모두 작성

◦지원자 본인의 실제 거주지의 우편번호 및 주소를 기재

◦휴대폰 및 자택전화번호는 연락 가능한 지원자 본인의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

◦e-mail은 지원자 본인의 것을 기재

전 형 료

반환계좌

◦반드시 지원자 본인 명의의 온라인이 계좌이체가 가능한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

※ 전형료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지원자에게는 전형료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정확하게 기재

전형료 결제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제)에 따른

  전형료 결제방법에 따라 정확히 결제를 하여야 함.

※ 전형료가 결제되면 입학원서 접수가 완료되어 수정이나 취소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전형료를 결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입학원서 입력사항을 재확인 후 결제를 하시기 바람

지원자 성명
◦인터넷 접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표기되므로 지원자가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지원자가 별도로 성명 옆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음.

접수(수험)번호

◦인터넷 접수가 완료되면 자동부여(기재)가 되므로 지원자가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음.

※ 다만, ‘입학원서’와 ‘접수(수험)증’을 제외한 학력증명서(수료/졸업), 성적증명서, 공인영어성적증명서 등

   구비서류에는 각 구비서류 우측 하단에 ‘입학원서’와 ‘접수(수험)증’에 표기되어 있는 본인의 ‘접수(수험)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접수(수험)증
◦인터넷 접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접수(수험)증’이 생성되므로 지원자가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프린터로 출력(칼라 또는 흑백)하여 대학 편입학고사일[2018. 1. 26.(금)]에 반드시 지참

입학원서

접수완료 후

◦인터넷접수가 완료되면 접수된‘입학원서’,‘접수(수험)증’,‘발송용봉투라벨’을 프린터로 출력

  (칼라 또는 흑백)하여‘입학원서’와‘구비(제출)서류’를 대봉투(A4크기이상)에 동봉하고

 ‘발송용봉투라벨’은 송부용 대봉투에 앞면에 부착한 후, 등기우편, 택배, 방문제출 등의 방법으로

  즉시 충북대학교로 제출(발송)

※ ‘접수(수험)증’은 출력하여 본인이 보관 후, 대학 편입학고사일[2018. 1. 26.(금)]에 신분증과 함께 지참

Ⅵ. 접수(지원)여부 확인

1. 확인시기: 2017. 12. 28.(목) 09:00 ~

2. 확인방법: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ipsi.chungbuk.ac.kr) → 대학입학정보 → POP-UP

             →‘접수(지원)여부확인’을 클릭하여 확인

3. 유의사항

  •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를 완료하고‘접수(수험)증’을 출력받았다 하더라도 원서접수자 명단에 누락된

    경우에는 입학원서 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간주)되므로 반드시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여부를

    상기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는 지원자의 책임이므로

    본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를 완료한 후, ‘접수(지원)여부확인’에서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본교 입학과(입학1팀)(043-261-3304)로 연락하여 원서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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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방법

Ⅰ. 편입유형별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별 전형요소 및 반영점수(비율)

◈ 일반편입학, 학사편입학(정부‧군위탁생포함), 전문대연계편입학, 농어촌지역학생편입학,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학생편입학, 특성화고졸학생편입학, 특성화고졸재직자편입학

전형요소

단과대/
모집단위

공인

영어

전적

대학

성적

면접‧전공
구술고사

(교직․적성인성)

전공필기

고     사

실기

고사

반영점수

총    점
비고

인문대/사회대/자연대/경영대/

공과대(건축학과제외)/전정대/

농생대/사범대/생활대

30 30 40 - - 100

수의대 수의학과,

의과대 의학과, 간호학과

1단계전형

(모집인원의

20배수 선발)

30 30 - - - 60

2단계(최종)

전형
30 30 20 20 - 100

공과대 건축학과,

융합군 조형예술학과

(동양화/서양화/조소) 및 디자인학과

30 30 10 - 30 100

※ 타모집단위의 경우에도 모집인원 및 지원인원에 따라 단계별전형이 실시될 수 있음 모집요강 20페이지 참조

Ⅱ. 공인영어성적 반영

1. 반영편입유형: 일반편입학, 학사편입학(정부‧군위탁생포함), 전문대연계편입학, 농어촌지역학생편입학,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학생편입학, 특성화고졸학생편입학, 특성화고졸재직자편입학

2. 반영공인영어종류별 환산점수 내역

TOEIC TEPS
TOEFL

(IBT)
환산점수 TOEIC TEPS

TOEFL

(IBT)
환산점수

980~990 911~990 117~120 100 660~675 527~540 76~77 60

960~975 873~910 114~116 97.5 640~655 512~526 74~75 57.5

940~955 833~872 111~113 95 620~635 497~511 71~73 55

920~935 798~832 108~110 92.5 600~615 482~496 69~70 52.5

900~915 766~797 105~107 90 580~595 469~481 67~68 50

880~895 737~765 102~104 87.5 560~575 456~468 65~66 47.5

860~875 708~736 100~101 85 540~555 443~455 63~64 45

840~855 681~707 97~99 82.5 520~535 430~442 60~62 42.5

820~835 658~680 94~96 80 500~515 416~429 57~59 40

800~815 637~657 92~93 77.5 480~495 401~415 53~56 37.5

780~795 619~636 89~91 75 460~475 387~400 49~52 35

760~775 602~618 86~88 72.5 440~455 372~386 46~48 32.5

740~755 585~601 84~85 70 420~435 356~371 44~45 30

720~735 569~584 82~83 67.5 400~415 334~355 41~43 27.5

700~715 555~568 80~81 65 380~395 314~333 36~40 25

680~695 541~554 78~79 62.5 375 이하 313 이하 35 이하 12.5

3. 공인영어성적 산출(30점 만점) = 10 + 환산점수 X 0.2

※ 위의 공인영어성적은 2016. 3. 1. 이후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2018. 1. 5.(금)까지 제출한 성적만 인정(반영)

   (TOEIC 및 TEPS는 990점 만점, TOEFL iBT는 120점 만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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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합격자 선발방법

1. 편입유형별 모집단위별로 배정된 모집인원 내에서 선발하며, 해당 편입유형별 모집단위의

  전형요소별 성적을 합산한 반영점수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학사편입학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배정방법

  • 총입학정원의 2% 이내(55명), 학사편입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 이내에서 합격자 선발

    - 총모집인원: 총입학정원의 2%(55명) 이내

    - 모집단위별 최대모집인원: 학사편입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 이내

  • 모집단위별 선발대상인원 합계가 총모집인원(55명) 미초과 시

    - 모집단위별 최대모집인원 이내에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배정․선발

  • 모집단위별 선발대상인원 합계가 총모집인원(55명) 초과 시

    - 총모집인원에서 선발대상인원이 있는 모집단위에 한하여 우선 1명씩 모집인원을 배정한 후, 잔여 모집인원이 있

을 경우, 최대모집인원이 2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하여 모집단위별 잔여 사정대상인원, 지원인원 등을 고려(비

례)하여 모집단위별 최대모집인원 이내에서 모집인원을 추가 조정하여 배정․선발

※단계별전형 합격자 선발방법

 • 전(全) 학과(수의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제외)

   가. 1단계전형(원서접수 후,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모집단위만 1단계 전형 실시)

    모집단위(학과(부)) 지원인원이 20명 초과일 경우 전적대학성적과 공인영어성적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

대 20명을 선발함(단, 모집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며, 합격선의 동점자는 모두 선발)

  나. 2단계(최종 전형)

    편입유형내 학과별 전형요소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함

   • 수의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가. 1단계전형

    편입유형내 학과별로 1단계전형 합격자는 1단계 전형요소 성적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의 20배

를 선발하되 1단계 최대선발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하여 선발함.(단, 합격선의 동점자는 모두 선발하고, 학과별 1단

계 선발인원(모집인원의 20배), 대비 사정대상인원이 1단계전형 선발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별도의 1단계 전형을 

실시하지 않음.)

  나. 2단계전형

    편입유형내 학과별로 2단계(최종)전형 합격자는 2단계(최종)전형의 전형요소 성적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

로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

2. 합격자(단계별 시행모집 단위는 2단계(최종)전형 합격자)의 미등록, 등록후포기 등으로 인한 결

원 보충을 위하여 편입유형내 모집단위별 추가합격자는 해당 편입유형내 모집단위별 예비후보자 

   석차 순으로 선발

3. 편입유형내 모집단위별 예비후보자는 해당 편입유형내 모집단위별 아래의 “4항(사정제외자)”에

   해당되지 않는 불합격자 (단계별전형 시행모집 단위는 2단계(최종)전형 시행 모집단위 불합격자 

포함) 모두를 예비후보자 석차를 부여하여 선발

4. 지원자격 미달자, 구비서류 제출포기자 및 미제출자, 편입학고사 결시(미응시)자 및 부정행위자

는 사정제외(불합격) 처리

5. 합격선(단계별전형 시행모집 단위는 2단계(최종)전형 합격자의 합격선)(예비후보자 포함)에 동점

자가 있을 경우(예비후보자 포함) 아래의 순위로 선발하고, 최종순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

우에는 취득학점이 많은 자를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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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편입학, 학사편입학(정부‧군위탁생포함), 전문대연계편입학, 농어촌지역학생편입학,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학생 편입학, 특성화고졸학생편입학, 특성화고졸재직자편입학

            순위

  모집단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전(全)모집단위

<아래 모집단위 제외>

면접‧전공구술고사

반영점수
공인영어 반영점수

전적대학성적 

반영점수
-

수의대 수의학과 

의과대 의학과, 간호학과

전공필기고사 

반영점수

면접‧전공구술고사

반영점수
공인영어 반영점수

전적대학성적 

반영점수

공과대 건축학과

융합군 조형예술학과(동양화

서양화․조소전공) 및 디자인학과

실기고사 반영점수
면접‧전공구술고사

반영점수
공인영어 반영점수

전적대학성적 

반영점수

Ⅳ. 전적대학 성적 반영방법

1. 반영성적: 지원자가 제출한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에 표기된 전(全) 학년 백분율점수

  ※ 백분율점수: 전적대학에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표기한 점수

  ※ 전적대학 성적은 구비서류접수 마감일[2018. 1. 5.(금)]까지 제출한 성적까지 반영[단, 2018년 2월, 4년제 대학(전문대

     4년제 간호학과 포함) 2학년 수료예정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2017학년도 2학기 성적까지 반영]

2. 반영방법

  가. 반영점수 산출식: 10 + (백분율점수)×0.2

     ※ 상기 ‘반영점수 산출식’은 전적대학이 1개 대학인 경우에 적용하는 산출식임.

     ※ 전적대학에서 표기한 ‘백분율점수’와 ‘취득학점’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함.

     ※ 전적대학에서 표기한 ‘백분율점수’와 ‘취득학점’이 소수점 셋째자리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백분율점수’와 ‘취득학점’으로 적용함.

  나. 아래의‘산출식’은 편입학,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또는 6년제 대학(의과대․수의대․한의대․
     치과대․약학대 등) 이수 등의 사유로 전적(이수)대학이 2개 대학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산출식이며,

     각각의 전적(이수)대학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에 표기된 백분율점수와 학점취득 정도를 반영하여

     아래의 산출식에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전적대학 성적 반영점수’로 함.

     • 산출식 : 10 + 0.2 ×
[

(A대학백분율점수×A대학취득학점)＋(B대학백분율점수×B대학취득학점)
]

(A대학취득학점＋B대학취득학점)

※취득학점에는 성적이 없는 학점도 포함

※ 상기 ‘산출식’은 편입학, 학점은행제, 6년제 대학 이수 등으로 전적대학이 2개 대학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식임.

※ 각각의 전적대학에서 표기한 ‘백분율점수’와 ‘취득학점’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함.

※ 각각의 전적대학에서 표기한 ‘백분율점수’와 ‘취득학점’이 소수점 셋째자리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각각의 전적대학의 ‘백분율점수’와 ‘취득학점’으로 적용함.

※ 각각의 전적대학(A대, B대, C대 등) 취득학점 적용 시, 각각의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만 적용함.[B대에서 A대로

   편입한 경우, A대에서 인정한 B대 학점은 제외하고 A대에서만 취득한 학점만 적용(아래 예시1∼2참조)]

예시1>

․ A대(편입후) 성적증명서에 표기된 총취득학점이 140학점(A대에서 인정한 B대학점 70학점 포함한 총취득학점)이고 B대(편입전)성적증명서에

 표기된 총취득학점이 75학점인 경우, 상기 산출식에 대입되는 A대 취득학점은 70학점(140학점-70학점), B대 취득학점은 75학점임.

예시2>

․ A대(편입후) 성적증명서에 표기된 총취득학점이 70학점(A대에서 인정한 B대 학점을 성적증명서에 미표기함.)이고 B대(편입전) 성적증명서에

 표기된 총취득학점이 75학점인 경우, 상기 산출식에 대입되는 A대 취득학점은 70학점, B대 취득학점은 75학점임.

※ 각각의 전적대학 취득학점에는 성적이 없는 학점도 포함함.

  다. 상기‘가∼나’의 해당 산출식에 의한 최종 산출 값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전적대학 성적 반영점수’로 함.

  라. 외국대학 출신자 등 성적증명서에 백분율점수가 표기되지 않고 평점평균(GPA)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교의 성적등급별평점평균기준표(4.5만점제 적용)에 의한 평점평균 대비 백분율점수 적용

  마. 기타 다른 방법으로 성적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교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백분율점수 산출

  바. 전적대학 간의 격차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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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공필기고사

1. 편입유형별 해당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별 응시대상자
  가. 일반편입학: 수의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1단계전형 합격자
  나. 학사편입학: 수의학과 1단계전형 합격자

2. 고사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지  참  물

예비소집 2018. 1. 26.(금) 09:00 모집단위 지정장소

(추후 본교
홈페이지 공지)

접수(수험)증

신분증

필기구(볼펜)

※ 연필사용 불가
전공필기고사

과목1 2018. 1. 26.(금) 09:30∼10:30

과목2 2018. 1. 26.(금) 10:40∼11:40

※ 지참물 중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중 본인이 소지한 공적 신분증을 말함.

※ 위 시험과목별 시험시간은 모집단위의 사정에 따라 조정(증/감)될 수 있음.

3. 시험시간: 시험과목당 60분 내외

4. 결시(미응시)자 처리: 시험과목 중 1과목이라도 결시(미응시)할 경우, 사정제외(불합격) 처리

5. 평가방법: 시험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평가(채점)

6. 반영점수 산출식: (시험과목별 취득점수의 합/시험과목수)×(편입유형별 모집단위별 반영점수/100)

  ※ 반영점수는 산출식에 의한 최종 산출값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7. 해당 편입유형 및 모집단위별 시험과목

※ 각 모집단위별 시험과목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 모집단위명 아래 “(  )”안에 기재된 모집단위별 전화번호로 문의 바람.
※ ‘정부‧군위탁생’은 일반편입학 또는 학사편입학의 전공필기고사 시험과목과 동일함.

Ⅵ. 면접․전공구술고사

※ 필기형 면접․전공구술고사가 실시될 수 있음(면접장소 입실 전 문항을 제시받은 후 일정시간에 문항을 풀고 면접장소 입실)

   모집단위별로 상이하며 면접대기장소에서 안내예정

1. 응시대상자 : 모든 편입유형 지원자

2.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별 고사 일시 및 장소

해당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 예 비 소 집 면접‧전공구술고사 장 소 지 참 물

전(全) 모집단위
(아래학과는 전공필기 및 실기고사 종료후)

2018. 1. 26.(금)

09:00

2018. 1. 26.(금) 09:30 모집단위

지정장소
(추후 본교
홈페이지
공지)

접수(수험)증

신분증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의과대학 의학과, 간호학과
2018. 1. 26.(금)

※ 전공필기고사 종료 후

공과대학 건축학과, 융합학과군 

조형예술학과(동양화/서양화/조소), 디자인학과
2018. 1. 26.(금)
※ 실기고사 종료 후

※ 지참물 중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중 본인이 소지한 공적 신분증을 말함.

※ 모집단위의 사정에 따라 면접·전공구술고사 시행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단과

대학

편입

유형

모집단위

(전화번호)
시험과목

과목

수

문제

유형
출 제 경 향 교재 및 기타참고도서 등

비

고

수

의과

대학

• 일반/

• 학사/
수의학과

(043-261-2595)

수의학개론

2

주관식

(단답형,

논술형)

․수의학 기초교과목의 지식 및

  이해도를 측정

․미리 가보는 수의학교실

  (충북대학교 출판부, 2014년)

생명과학

시사

․생명과학분야의 최근 이슈에

  대한 의견을 평가함
-

의과

대학

• 일반
의학과

(043-261-2834)
의학입문 1

주관식

(단답형,

논술형)

․생화학, 생물학 기초지식 평가

1. 생화학:

  레닌저 생화학(상,하), 6판. David 

  L. Nelson,  Michael M. Cox 저,

  윤경식, 김호식 등 역, 월드사이언스

2. 일반생물학: 캠벨 생명과학, 9판.

  Jane B. Reece 등 저, 전상학 역,

  바이오사이언스

• 일반
간호학과

(043-249-1710)
간호학입문 1

주관식

(단답형,

논술형)

․생물학 기초지식평가
․생물학: 인체생물학, 국배변형판, 

  김양호 외 저, 2017년 발행, 현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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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접‧전공구술고사 평가방법

  가. 일반 모집단위

    1) 전공적성·사고력: 전공지식 관련 문항에 의한 문답평가

    2) 기본소양: 문항에 의한 문답평가로 가치관, 인성, 정신건강 및 감성, 미래관, 진취성, 예절, 태도 등을 종합평가

  나. 공과대 건축학과: 지원자가 제출한 설계작품도면집(손도면 및 도면(CAD 작업)등) 평가 

  다. 의과대학 의학과

    1) 전공적성·사고력: 전공지식관련 문항에 의한 문답평가

    2) 기본소양‧전공수행준비도

      가) 기본소양: 자기소개서에 의한 서류평가로 미래 예비의사로서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인성, 가치관 및 

                     성공 가능성을 종합평가[※ 모집요강 ‘35∼42페이지’에 있는 ‘자기소개서(서식)’ 작성‧제출]

                    ※ 의학과 지원(원서접수)자는 구비서류 제출기한[2017. 1. 5.(금)] 내에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전공수행준비도: 프리젠테이션 발표에 의한 평가로 사고력, 감성, 태도 및 창의성을 종합평가

                       (※ 발표주제: ‘나의 꿈’, 발표시간: ‘4분 이내’)

      ※ ‘1단계전형 합격자’는 면접‧전공구술고사 당일 ‘파워포인트 파일(저장매체: USB)’ 및

         ‘출력물(프린트물)’ 지참하여 응시하여야 하며, ‘출력물’은 ‘진행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4. 결시(미응시)자 처리: 결시(미응시)할 경우 사정제외(불합격) 처리

5. 평가항목 및 반영점수(배점)

  ▣ 편입유형: 일반편입학 및 학사편입학(정부‧군위탁생 포함), 전문대연계편입학, 농어촌지역학생편입학,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학생편입학, 특성화고졸학생편입학, 특성화고졸재직자편입학

해당 단과대/모집단위 평 가 항 목 평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문대/사회대/자연대
경영대/공과대

(건축학과 제외)/
전정대/농생대/생활대

전공적성‧사고력 평  가

등급별

배  점

20 16 12 8 4

기본소양 20 16 12 8 4

합   계 40 32 24 16 8

공과대 건축학과
융합군 조형예술학과(동양화

서양화 조소전공) 및 디자인학과

전공적성‧사고력 평  가

등급별

배  점

5 4 3 2 1

기본소양 5 4 3 2 1

합   계 10 8 6 4 2

해당 단과대/모집단위 평 가 항 목 평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사범대

전공적성․사고력 평  가

등급별

배  점

20 16 12 8 4

교직‧적성인성 20 16 12 8 4

합   계 40 32 24 16 8

해당 단과대/모집단위 평 가 항 목 평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의대 수의학과
의과대 간호학과

전공적성‧사고력 평  가

등급별

배  점

10 8 6 4 2

기본소양 10 8 6 4 2

합   계 20 16 12 8 4

해당 단과대/모집단위 평 가 항 목 평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의과대 의학과

전공적성‧사고력 평  가

등급별

배  점

10 8 6 4 2

기본소양‧전공수행준비도 10 8 6 4 2

합   계 20 16 12 8 4

Ⅶ. 실기고사

1. 응시대상자: 공과대학 건축학과, 융합학과군 조형예술학과(동양화/서양화/조소) 및 디자인학과 지원자

2. 고사일시 및 장소

해당 모집단위 예 비 소 집 실 기 고 사 장      소 수험생 지참물

건축학과,

조형예술학과(동양화/서양화/조소),

디자인학과

2018. 1. 26.(금)

09:00

2018. 1. 26.(금)

09:30

모집단위 지정장소
(추후 본교

홈페이지 공지)

접수(수험)증,

신분증,

실기준비물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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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시(미응시)자 처리: 결시(미응시)할 경우 사정제외(불합격) 처리함.

4. 모집단위별 실기고사 종목 및 배점 등

  가. 공과대학 건축학과 [일반편입학 및 학사편입학(정부․군위탁생 포함) 공통]

    1) 실기고사 과목 및 배점

실기과목 실기고사 방법 고사시간 배 점 수 험 생  준 비 물

건축설계
기본설계 평가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3시간
(180분)

30점
신분증, 연필 등 설계용품 본인 지참

(제도판은 실기고사장 비치)

  나. 융합학과군 조형예술학과 [일반편입학(정부․군위탁생 포함)]

    1) 실기고사 종목 및 배점

전 공 실기종목 고사시간 배점 실기고사 방법 응시자 준비물

동양화전공
정물 

수묵담채화
4시간
(240분)

30점

반절 옥당지에 정물 

수묵담채

붓, 먹, 벼루, 동양화 물감, 물통, 모포(담요) 등

기타 정물 수묵담채화에 필요한 도구

서양화전공 정물유화 10호 캔버스에 유화
유화물감, 붓, 세척도구(석유통, 천, 석유), 

린시드, 테레핀오일(기타 유화에 필요한 물품)

조소전공 인물소조 인물의 두상을 소조 헤라, 수건, 분무기 (기타 소조에 필요한 도구)

  다. 융합학과군 디자인학과 [일반편입학(정부․군위탁생 포함)]

    1) 실기고사 종목 및 배점

실기종목 고사시간 배점 실기고사 방법 응시자 준비물

디자인
4시간
(240분)

30점 인쇄물을 응용한 포스터 제작
칼, 가위, 연필, 지우개, 3M 스프레이접착제(75번) 등

기타 포스터 제작 시 필요한 물품

▣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일정

Ⅰ.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일정

1. 합격자 발표

  가. 발 표 일: 2018. 2. 6.(화) 이전

  나. 발표방법: 본교 홈페이지 공지(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문에서 개인별 합격여부 조회)

  다. 유의사항: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2.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납부고지서 교부

  가. 교부기간: 2018. 2. 6.(화) ~ 2. 8.(목)

  나. 교부방법: 본교 홈페이지(합격자 발표문)에서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납부고지서 출력

  다. 유의사항: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3. 등록금 납부

  가. 납부기간: 2018. 2. 7.(수) ~ 2. 8.(목) (금요일, 월요일 2일간, 은행 영업시간 마감 내)

  나. 납부장소 및 방법: 본교 지정은행(납부장소 및 방법은 등록금납부고지서 참조)

  다. 유의사항

    •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함.

    • 등록금 납부 시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합격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그 내용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공지내용 미확인, 미숙지, 망각 등으로 등록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자의 책임이므로 본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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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차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일정

1. 합격자 발표

  가. 발 표 일: 2018. 2. 9.(금)

  나. 발표방법: 개별통보 및 본교 홈페이지 공지

  다. 유의사항: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문에서 개인별 합격여부 조회

2.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납부고지서 교부

  가. 교부기간: 2018. 2. 9.(금) ~ 2. 12.(월)

  나. 교부방법: 본교 홈페이지(합격자 발표문)에서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납부고지서 출력

  다. 유의사항: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3. 등록금 납부

  가. 납 부 일: 2018. 2. 12.(월) (은행 영업시간 마감 내)

  나. 납부장소 및 방법: 본교 지정은행(납부장소 및 방법은 등록금납부고지서 참조)

  다. 유의사항

    •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함.

    • 등록금 납부 시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합격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그 내용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공지내용 미확인, 미숙지, 망각 등으로 등록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자의 책임이므로 본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Ⅲ. 2차(최종)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일정

1.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시: 2018. 2. 13.(화) 21:00 이전

  나. 발표방법: 개별통보 및 본교 홈페이지 공지

  다. 유의사항: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문에서 개인별 합격여부 조회

2.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납부고지서 교부

  가. 교부기간: 2018. 2. 13.(화) ~ 2. 14.(수)

  나. 교부방법: 본교 홈페이지(합격자 발표문)에서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납부고지서 출력

  다. 유의사항: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3. 등록금 납부

  가. 납 부 일: 2018. 2. 14.(수) (은행 영업시간 마감 내)

  나. 납부장소 및 방법: 본교 지정은행(납부장소 및 방법은 등록금납부고지서 참조)

  다. 유의사항

    •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함.

    • 등록금 납부 시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되는‘합격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그 내용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공지내용 미확인, 미숙지, 망각 등으로 등록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자의 책임이므로 본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Ⅳ. 입학(등록)포기 안내

1. 입학(등록)포기서 제출기간: 2018. 2. 9.(금) ~ 2. 28.(수) (토요일, 일요일, 설 연휴 제외)

 ※ 입학(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 입학과(입학1팀)(043-261-3304)로 사전 전화연락 후, 입학(등록)포기 신청

2. 입학(등록)포기서 제출장소: 본부(N10동) 4층 입학과(입학1팀)

3. 입학(등록)포기 대상(사유)

  가. 4년제 대학(전문대 4년제 간호학과 포함) 2학년 수료예정자로서 2018년 2월까지 수료가 불가한 자

  나.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로서 2018년 2월까지 졸업이 불가한 자

  다. 개인적인 사유 및 기타 사유(타대학 합격 및 등록 등)로 인하여 입학(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신청(제출)서류

  가. 입학(등록)포기서[입학과(입학1팀) 비치]

  나. 등록금납부영수증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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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원자의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본인 및 지원자의 신분증, 지원자와의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라. 지원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5. 유의사항

  가. 입학(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입학(등록)포기서 제출기간 내에 ‘입학(등록)포기서’를

     제출하여야만 기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음.

  나. 만일 위 입학(등록)포기서 제출기간 이후에 입학(등록)을 포기할 경우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본교 학칙 및 규정에 의거 일부금액을 공제한 후에 환불함.

  다. ‘입학(등록)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번복(취소)할 수 없음.

  라. 4년제 대학(전문대 4년제 간호학과 포함) 2학년 수료예정자 자격으로 지원하여 합격 및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2018년 2월까지 수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교 편입학 자격이 없으므로 ‘입학(등록)포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본교에서 2018년 3월 중 실시하는 학력조회에서 2학년 미수료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하며, 향후 본교 편입학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함.

  마.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자격으로 지원하여 합격 및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2018년 2월까지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교 편입학 자격이 없으므로 ‘입학(등록)포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본교에서 2018년 3월 중 실시하는 학력조회에서 4년제 대학 미졸업(학사학위미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미졸업(전문학사학위미취득)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하며,

     향후 본교 편입학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함.

▣ 지원자 유의사항

1. 지원자(수험생)는 전형기간 중 항상 게시공지(본교 홈페이지 공지 포함)에 유의하여 제반지시에 따라야 함.

2. 대학 편입학고사(전공필기고사, 면접․전공구술고고사, 실기고사)일[2018. 1. 26.(금)]에 각종 휴대용 무전기 

등 통신기기 일체를 모든 시험장에 소지할 수 없음.

3. 본교의 2018학년도 대학 편입학전형에는 2개 이상의 편입유형 및 모집단위에 이중 지원할 수 없으며,

  이중 지원 시 사정제외(불합격) 처리함.

4.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15페이지’에서 정한 전형료 반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형료 반환사유별로 정한 금액을 반환함.

5. 합격자(추가합격자 포함)는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 미납부 시 합격을 취소함.

6. 입학원서의 허위기재, 서류의 변조 및 위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편입학(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편입 이후 재학 중이라도 합격 및 입학 취소, 학적이 말소되며, 향후 본교 편입학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함.

  (본교 해당 업무 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입시부정의 경우라도 합격 및 입학취소, 학적말소 등 조치함.)

7. 4년제 대학(전문대 4년제 간호학과 포함) 2학년 수료예정자 자격으로 지원하여 편입학한 자가 2018년 2월까지

 수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학 후 재학 중이라도 입학을 취소하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함.

8.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자격으로 지원하여 편입학한 자가 2018년 2월까지 졸업(학위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학 후 재학 중이라도 입학을 취소하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함.

9. 대학 편입학고사 결시자는 편입유형별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내라도 선발하지 않음. [사정제외(불합격) 처리]

10. 대학 편입학전형 시험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11. 결원(미등록, 등록후포기 등)으로 인한 1차 및 2차(최종) 추가합격자 선발은 최초합격자 및 1차 추가합격자의

   등록금 납부기간 종료 후 본교 모집요강에서 정한 1차 및 2차(최종) 추가합격자 선발 전형일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석차 순으로 선발하여 개별통보 및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함.

12. 전형기간 중 연락(전화번호 등)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원서의 연락처로 연락 시 미응답,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추가합격자 선발대상 제외 등)에 대해서는 지원자의 책임이므로 본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13. 편입학 후, 본교의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사정하여 이수구분별 인정학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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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달하는 학생은 편입학한 모집단위에서 지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14. 전적대학의 취득학점 인정 등에 관한 본교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재학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15. 모집요강 내용 중‘편입유형별 모집단위별 모집인원(3~6페이지)’에서‘★’표시된 모집단위는 공학교육

   인증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집단위로, 입학생은 자동적으로 전원 공학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

16.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제반규정,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입학사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17. 지원자의 인터넷 원서접수가 완료한 경우에는 입학전형과 관련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며,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입학전형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제공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자료는 입학전형

   종료 후 적법하게 처리 및 관리됨.

   ※ 단, 편입학자의 개인정보자료 중 일부 자료는 본교의 학적자료로 이관되어 활용됨.

18. 편입학 후, 학사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학사지원과(☎043-261-2013~16) 또는

   종합서비스센터 학사상담코너(☎043-261-3305~8)로 문의바람.

19. 그 밖의 문의사항은 본교 입학본부 입학과(입학1팀)(☎043-261-3304)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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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안내 전화번호 및 등록금 안내

Ⅰ. 단과대학 행정실 및 모집단위별 전화번호

• 국가번호(+82)                                                                     • 지역번호(043)

단과대학 행정실

(전화번호)

모집단위 사무실 단과대학 행정실

(전화번호)

모집단위 사무실

모집단위명 전화번호 모집단위명 전화번호

인문대학
(261-2085)

국어국문학과 261-2090

전자정보대학
(261-3210)

전기공학부 261-2419

전자공학부 261-3225중어중문학과 261-2102

정보통신공학부 261-2480영어영문학과 261-2120

컴퓨터공학과 261-2449독어독문학과 261-2131

소프트웨어학과 261-2260불어불문학과 261-2139

노어노문학과 261-2383

농업생명환경대학
(261-3516)

식물자원학과 261-2510

철학과 261-2147 축산학과 261-2544

사학과 261-2156 산림학과 261-2532

고고미술사학과 261-2163 지역건설공학과 261-2572

사회과학대학
(261-2174)

사회학과 261-2180 환경생명화학과 261-2559

심리학과 261-2188 특용식물학과 261-2518

행정학과 261-2196 원예과학과 261-2525

정치외교학과 261-2204 바이오시스템공학과 261-2579

경제학과 261-2213 식물의학과 261-2552

자연과학대학
(261-2234)

수학과 261-2240 식품생명공학과 261-2565

정보통계학과 261-2255 목재․종이과학과 261-2540

물리학과 261-2265 농업경제학과 261-2587

지구환경과학과 261-3136

사범대학
(261-2645)

국어교육과 261-2661

화학과 261-2279 지리교육과 261-2693

생물학과 261-2291 사회교육과 261-2700

미생물학과 261-2299 물리교육과 261-2777

생화학과 261-2306 화학교육과 261-2723

천문우주학과 261-2312 생물교육과 261-3360

경영대학
(261-2324)

경영학부 261-2330

생활과학대학
(261-2698)

식품영양학과 261-2742
국제경영학과 261-2339

아동복지학과 261-2793경영정보학과 261-2355

공과대학
(261-3514)

토목공학부 261-2380 패션디자인정보학과 261-2792

기계공학부 261-2441 주거환경학과 261-2749

화학공학과 261-2370 소비자학과 261-2744

신소재공학과 261-2411 수의과대학
(261-2394)

수의학과 261-2595
건축공학과 261-2427

의과대학
(261-2834)

의학과 261-2834안전공학과 261-2457

환경공학과 261-2465
융합학과군
(261-2085)

조형예술학과

(동양화/서양화/조소)
261-2750

공업화학과 261-2487
디자인학과 249-1733

도시공학과 261-2493

건축학과 261-3247

Ⅱ. 대학 편입학고사일 학생생활관(기숙사) 이용 안내

1. 이용기간: 2018. 1. 25.(목) ~ 1. 26.(금) (1박 2일) (※ 대학편입학고사일 전일 및 당일)

2. 이용가능여부 및 방법: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 043-261-2926, 3193)으로 전화 문의(신청)

※ 편입학 후, 학생생활관(기숙사) 입사에 관한 사항은 상기 학생생활관으로 별도 전화문의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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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안내 전화번호

학  사  업  무 안  내  부  서 전 화 번 호 비 고

• 편입학전형 관리 입학본부 입학과
043) 261-3304

(FAX: 261-3177)

• 외국인편입학전형 관리
국제교류본부

+82-43-261-3841

• VISA 업무 및 외국인유학생 업무 +82-43-261-3890

• 학생생활관(기숙사) 입사 관리
 ※편입학고사 응시 시, 기숙사 이용 문의

학생생활관 본관 043) 261-2926, 3193

외국인유학생생활관 +82-43-261-2931, 2932

• 한국어 연수 국제교류본부 +82-43-261-3299

• 장학금 관리 및 학자금 융자

학생처 학생과

043) 261-2027, 3888

• 학생증 발급 및 학생회비 관리

• 학생회 및 동아리 관리

043) 261-2019, 2020,

         2021, 2022

• 등록금 수납․관리 사무국 재무과 043) 261-2047

• 재입학, 졸업 및 기타 학적관리
교무처 학사지원과

043) 261-2012, 2013

• 수강신청 및 성적관리 043) 261-2017, 2018

• 학사상담

교무처 학사지원과
(종합서비스센터)

043) 261-3305

• 각종 증명서 발급

• 휴학․복학․자퇴 신청 및 처리

• 기타 제증명 발급 및 안내

043) 261-3306, 3307, 

3308

• 병역관계 업무 예비군연대 043) 261-2956, 2957

• 취업관계 업무 취업지원본부 043) 261-3544, 3554

• 보건진료 건강센터 보건진료원 043) 261-2921, 2922

Ⅳ. 2017학년도 편입생 등록금 현황(※ 2018학년도 등록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단위:원/학기당)

단 과 대 학 모  집  단  위 수업료 비 고

인문대학
전(全) 모집단위(철학과 제외) 1,733,000 3학년

철학과 1,790,000 3학년

사회과학대학
전(全) 모집단위(심리학과 제외) 1,733,000 3학년

심리학과 1,760,000 3학년

자연과학대학 전(全) 모집단위 2,133,000 3학년

경영대학 전(全) 모집단위 1,733,000 3학년

공과대학 전(全) 모집단위 2,312,000 3학년

전자정보대학 전(全) 모집단위 2,312,000 3학년

농업생명환경대학
전(全) 모집단위(농업경제학과 제외) 2,083,000 3학년

농업경제학과 1,761,000 3학년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803,000 3학년

지리교육과 1,803,000 3학년

사회교육과 1,800,000 3학년

물리교육과 2,292,000 3학년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2,292,000 3학년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2,083,000 3학년

아동복지학과, 소비자학과 1,733,000 3학년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주거환경학과 2,130,000 3학년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3,207,000 1학년

의과대
의학과 4,238,000 1학년

간호학과 2,092,000 3학년

융합학과군
조형예술학과(서양화/조소) 2,293,000 3학년

디자인학과 2,217,000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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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 편입학 원서 (견양)

어학능력 지원자격 대상 여부
• 대  상(  ) * 순수외국인 또는 외국학교 전(全)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및 재외국민

• 비대상(∨) * 상기자를 제외한 지원자

지    원

편입유형

• 일반편입학(∨)
정부․군위탁생(   )
※ 일반편입학 또는 학사편입학 선택자 중 교육부장관의 정부·군위탁생 추천을 받은 자만 추가 선택

• 학사편입학(  )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만 지원 가능

• 전문대연계편입학(  ) ※ 본교와 교육과정연계협약을 체결한 전문대학의 해당 학과(부·전공)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

• 농어촌지역학생편입학(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학생편입학(    ) • 특성화고졸학생편입학(    )

• 특성화고졸재직자편입학(    )

성  명

한글 홍 길 동

성별 남
주민

등록

번호

123456 - 1****** 컬러사진파일

업로드

(3×4㎝)

(본인, 무배경,

상반신 탈모)

영문 Hong Gil Dong

지    원

모집단위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공인영어

성적

공인영어

종    류
TOEIC 취득점수

LC 400점/ RC 400점
합계 800점

공인영어

응시번호
123456 응시일자 2016. 3. 2.

공인중국어(중어중문학과) HSK 급수 3 성적 300 성적표번호 H123456789101 시험일자 2016. 3. 2.

전 적

대 학

학 력

사 항

전 적

대 학
(※

지원자

모두

작성)

대학(교)명 학과(부․전공)
수료학년/

졸업·졸업예정여부

수료연월/

졸업(예정)연월

한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학년 수료 2018년 2월

성 적 (※ 전체학년 성적을 입력하되 전적대학으로

편입한 자는 편입 이후의 성적만 입력)
취득학점 71.0

백분율

점  수
95.05

학위등록번호(※ 학위등록번호가 있는 졸업자만 입력) 한국대△△(○○)××××

전전적

대  학
(※편입학,

학점은행제

등 2개

이상의

전전적

대학이

있는 자만

작성)

구 분 대학(교)명 학과(부․전공) 수료/졸업여부

전전적

대  학

(1)
성     적

※ 전 전적대학(1) 취득 전체성적을 입력
취득학점

백분율

점  수

전전적

대  학

(2)
성     적

※ 전 전적대학(2) 취득 전체성적을 입력
취득학점

백분율

점  수

지원자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개신동) 충북대학교 입학과

휴대폰번호 010-1234-5678 전화번호 043-1234-5678 e-mail 123456@abcde.abc

전형료 반환계좌
※ 전형료 반환사유 발생 시 전형료 반환용 계좌번호

기재(반드시 지원자 명의의 계좌번호 기재)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은행 1234-1234-123456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귀 대학에 편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18. 1. 3.

지원자 성명: 홍 길 동

충북대학교총장 귀하
접수확인

※ 인터넷접수완료 → 접수된 원서 출력 → 충북대학교로 발송(구비서류 포함) 접수(수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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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 편입학전형

접수(수험)증(견양)

접수(수험)번호 ×××××××

성       명 홍 길 동

지원편입유형

지원모집단위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편입학고사일

 [2018.1.26.(금)]

 에 신분증과

 함께 지참.

컬러사진파일

업로드

(3×4㎝)

(본인, 무배경,

상반신 탈모)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함.

2018. 1. 3.

접수확인

………………………………………………………………………………………………………………………………………

전   형   일   정
일 정 구 분 기    간(일시) 장    소

편입학고사

예비소집
‣ 2018. 1. 26.(금) 09:00

※ 모든편입유형 지원자 

모집단위 지정장소
(추후 본교 홈페이지 공지)

※ 유의사항
- 해당 편입학고사 응시 시
  상기 ‘접수(수험)증’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중 본인 소지
   신분증)’ 지참

※ 지참물
•편입고사 응시자 전원
  - 접수(수험)증
  - 신분증
•전공필기고사 응시자
  필수 추가지참물
  - 필기구(연필 제외)
•실기고사 응시자
  필수 추가지참물
  - 본인 해당 실기지참물

전공필기고사
‣ 2018. 1. 26.(금) 09:30

※ 수의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지원자

면접․전공

구술고사

‣ 2018. 1. 26.(금) 09:30

※ 모든편입유형 지원자 

※ 수의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전공필기고사 후
※ 건축학과, 조형예술학과(동양화/서양화/조소), 디자인학과: 실기고사 후

실기고사
‣ 2018. 1. 26.(금) 09:30
※ 건축학과, 조형예술학과(동양화/서양화/조소), 디자인학과

합격자 발표 ‣ 2018. 2. 6.(화) 이전 ‣ 본교 홈페이지 공지

등록금납부고지서 교부기간 ‣ 2018. 2. 6.(화) ~ 2. 8.(목) ‣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등록금 납부기간
‣ 2018. 2. 7.(수) ~ 2. 8.(목)(2일간)
※ 은행 영업시간 마감 내

‣ 본교 지정은행

※ 등록금납부고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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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연계편입학 지원자만 작성 및 발급(확인)받아 편입학원서와 함께 제출

2018학년도 전문대연계(대학과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연계학생)편입학

전문대연계교육과정 이수확인서

▣ 지원자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비 고

년    월    일 남 / 여

▣ 연계교육협약 전문대학 및 연계교육과정 이수 학과(부․전공)

전문대학명 구  분 학 과(부/전공) 명※ 년 도 비고

신 입 학 년

졸업(예정) 년

위의 학과(부/전공)는 모집요강‘5~6페이지’에 명시한 연계교육과정 협약 학과(부/전공)의

승계 전․후의 학과(부/전공)임을 확인함.

확인자: 학과(부/전공)장                      (인)

※ 모집요강 ‘5~6페이지’에 명시된 학과(부/전공) 명칭과 위 ‘학과(부/전공)명’란에 지원자가 기재한
학과(부/전공)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만 ‘확인자’란에 학과(부/전공)장이 ‘성명기재’ 및 ‘날인’

▣ 충북대학교 지원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학과/학부)

단 과 대 학 모집단위(학과/학부) 비 고

위 학생은 본교와 충북대학교와의 연계교육과정 협약에 의거,

‘충북대학교 2018학년도 전문대연계(대학과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연계학생)편입학’

 지원대상자로 연계교육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                  대학교                   학과(부/전공)장          (인)

충북대학교총장 귀하

※ 본교와 교육과정연계협약을 체결한 전문대학의 해당 학과(부/전공)의 부서장이 발급(확인) 접수(수험)번호

※ 교육과정연계협약 전문대학 및 학과(부/전공)에 연계교육적용시기 이후에 신입학하여 연계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졸업(예정)자만 ‘전문대연계교육과정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원할 수 있음.
※ ‘접수(수험)번호’란에는 입학원서 하단에 표기된 ‘접수(수험)번호’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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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 편입학전형
농어촌지역학생/특성화고졸학생편입학/특성화고졸재직자편입학(정원외) 

지원자격 확인서 

전형유형
□ 농어촌지역학생편입학(    )  □ 특성화고졸학생편입학(    )         

□ 특성화고졸재직자편입학(    )

성  명 학  번

학부(과) 생년월일

입학일자            .       .       . 정원구분  정원외(   ),  정원내(   )         

용  도 대학 편입학 지원용

발급자

소  속 성  명     (인)

연락전화번호

※참고-상기전형은 전적대학에서 해당 정원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지원가능

  

  ▪ 농어촌지역학생편입학전형(정원외)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에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으로 신입학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특성화고졸학생편입학전형(정원외)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에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정원외)으로 신입학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특성화고졸재직자편입학전형(정원외)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에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정원외)으로 신입학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학(교) 입학(교무)처장 (직인)

충북대학교총장 귀하



- 34 -

※ TOEFL iBT 성적 제출자만 작성하여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 본 동의서는 TOEFL iBT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지원자의  TOEFL iBT 성적 조회를 위한 동  
   의서입니다.
■ TOEFL iBT 성적증명서 제출자는 본 동의서를 통해 ETS Sites(http://www.ets.org)의「USER  
   Name(ID)」및「Password」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공된 USER Name(ID) 및 Password는 지원자의 TOEFL iBT 성적 조회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2018년 1월 5일(금) 이후에는 Password 변경을 권장합니다.

성    명

( 한 글 )

( 영 문 )

TOEFL iBT

성 적

Registration Number

Test Date
(응시일자)

Total Scores
(총취득점수)

ETS TOEFL

SITES

USER Name
(ID)

Password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귀 대학교(입학본부 입학과)에서 본인의 

ETS TOEFL Sites의 USER Name(ID) 과 Password 을 사용하여 본인의 TOEFL iBT 

성적을 조회(확인 및 비교)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서명)

충북대학교총장 귀하
※ 본 확인서는 담당(입학, 교무)부서에서 직접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 대학 편입학전형

TOEFL iBT 성적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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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의학과 지원자만 작성하여 편입학원서와 함께 제출

2018학년도 대학 편입학전형 의학과 지원자 자기소개서(항목Ⅰ~Ⅵ)

지원 편입유형 일반편입학 지원 모집단위 의과대학 의학과

접수(수험)번호 지원자 성명

전적(출신)대학
대  학(교)  명

학과(부/전공)명

- 자기소개서(항목Ⅰ∼Ⅵ) 확인 서약 -

1. 본인은 자기소개서를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본인은 자기소개서에 허위내용 기재나 대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입학허가 취소 또는  

  향후 귀 대학이 시행하는 입학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귀 대학이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충북대학교총장 귀하

- 자기소개서 항목(Ⅰ∼Ⅵ) 작성 시 유의사항 -

1. ‘자기소개서’는 의학과 대학 편입학고사의 면접․전공구술고사 평가항목 중 기본소양 평가를 위한 중   

  요한 자료이므로 다음의 항목별 지침에 따라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반드시 한글 문서(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A4 용지 크기로 작성하고, 각 항목별로 지정된 매수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칸(셀)의 상‧하‧좌‧우 크기 등은 조정할 수 있으나, 서식 변경은 불가]

4. ‘자기소개서’의 항목(Ⅰ~Ⅵ) 중 기재할 내용이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공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자기소개서’ 내용에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작성을 완료한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누락, 낙장 여부 등을 확인 후에 클립 또는 집게로 좌측 상단    

 을 편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자기소개서’의 ‘항목Ⅰ’, ‘항목Ⅲ’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위하여 증빙서류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증빙서류 목록’을 작성한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자기소개서’의 ‘항목Ⅰ’, ‘항목Ⅲ’에 기재는 되어 있으나 증빙서류가 없는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9. 원본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거나 합격 이후 또는 재학 중이라도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작성한 ‘자기소개서’는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택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구비서류     

 제출기한[2018. 1. 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 시 사정제외(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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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Ⅰ. 고등학교 졸업 이후 봉사활동 [대표적인 것 3개 이내로 아래 서식에 작성(※ 2매 이내 작성)]

년도 총시간 내용 및 느낀 점 증빙서류
목록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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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Ⅱ. 대학 생활의 소개 [아래 서식에 작성(※ 2매 이내 작성)]

학년 대학 생활의 소개

1학년

2학년

3학년

이후

현재

까지

(해당

사항

있는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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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Ⅲ.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교내외 대표적인 동아리 활동

         [대표적인 것 3개 이내로 아래 서식에 작성(※ 2매 이내 작성)]

동아리/단체 활동상황 및 느낀 점 증빙서류
목록연번

이름:

규모:      명

역할:

기간:

이름:

규모:      명

역할:

기간:

이름:

규모:      명

역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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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Ⅳ. 인생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아래 서식에 작성(※ 4매 이내 작성)]

구 분 인생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

자신

의

장점

자신

의

단점

대인

관계

가정

환경

(성장

배경)

의

특이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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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생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

지원

동기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의

실천

사례

소개

와

느낀

점

취미,

특기 

등

학업

이외

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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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Ⅴ. 독 서(감명 깊은 책 3권 소개) [아래 서식에 작성(※ 2매 이내 작성)]

구    분 책 소개 내용

책 제목:

작가명:

책 제목:

작가명:

책 제목:

작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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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Ⅵ. 증빙서류 목록

(‘항목Ⅰ’과 ‘항목Ⅲ’의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연번순서대로 편철)

연번 항목번호 증빙서류명(또는 내용) 발 급 기 관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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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학교 안내

Ⅰ. 찾아오시는 길

교 통 별 출 발 지 도 착 지 목     적     지

고속버스
‣ 서울, 동서울, 상봉, 대구,

  부산, 광주고속터미널

•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청주시 가경동)
• 거    리: 약 4km

• 택시요금: 약 4,000∼5,000원 정도

• 시내버스: 기본요금(도청, 시청, 상당공원, 미평행)시외버스
‣ 각 도시

  시외버스터미널

•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청주시 가경동)

철  도

‣ KTX
경부선

호남선

• 오송역

  (청주시 오송읍)

• 거    리: 약 14.3km

• 역 앞 시내(좌석)버스 1일 편도 50회 운행

‣ 일반열차

경부선

호남선

• 조치원역

  (세종특별자치시)

• 거    리: 약 16km

• 역 앞 시내(좌석)버스 10분 간격으로 운행

충북선
• 청주역

  (청주시 정봉동)

• 거    리: 약 6.8km

• 역 앞 시내버스 운행

개인차량

 경부고속도로 이용 시
  ‣ 청주IC 나와서 왼쪽 청주방향 6.5km 이동 ☞ 산단 육거리 ☞
    충북대학교 방면 우측도로 500m 이동 ☞ 충북대 정문 도착

▣ 중부고속도로 이용 시
  ‣ 서청주IC 나와서 좌회전(청주방향) 1.5km 이동 ☞ 솔밭공원 사거리 ☞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 200m 이동 후 좌회전 ☞ 1.5km 이동 ☞ 산단 육거리 ☞
    충북대학교 방면 우측도로 500m 이동 ☞ 충북대 정문 도착

▣ 청주-상주 간 고속도로 이용 시
  ‣ 청주JC ☞ 경부고속도로 ☞ 남이JC에서 오른쪽 중부고속도로 ☞ 서청주IC 나와서 좌회전(청주방향)
    1.5km 이동 ☞ 솔밭공원 사거리 ☞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 200m 이동 후 좌회전 ☞ 1.5km 이동 ☞
    산단 육거리 ☞ 충북대학교 방면 우측도로 500m 이동 ☞ 충북대 정문 도착

  ‣ 문의IC 나와서 우회전 청주방향 5km 이동 ☞ 고은사거리 ☞ 청주방향으로 좌회전 ☞ 4.9 km 이동 ☞
    방서사거리 청주방면으로 좌회전 4km 이동 ☞ 고가도로 오른쪽 이용 ☞
    개신오거리에서 충북대병원방면으로 좌회전 ☞ 충북대학교 동문 도착

Ⅱ. 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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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캠퍼스 안내도

주소)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입학본부 입학과(N10동 408호)
전화) 043) 261-3304
팩스) 043) 261-3177
홈페이지: www.chungbuk.ac.kr
입학정보: http://ipsi.chungbuk.ac.kr

입학웰컴센터
입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