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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형일정
구분

일정
▪ 2018. 5. 2.(수) 10:00 ~ 5. 30.(수) 18:00 [한국 시간]
- 충남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ipsi.cnu.ac.kr)

1

입학지원서 인터넷 접수

- 전형료 결제가 완료되어야 정상적으로 접수됨
- 창구 및 우편접수는 시행하지 않음
- 24시간 접수 가능
- 전형료: 60,000원 또는 60USD(인터넷 접수 수수료 포함)
▪ 2018. 5. 3.(목) 09:00 ~ 5. 31.(목) 18:00 [한국 시간]
- 공휴일 제외

2

지원 서류 제출

- 반드시 인터넷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팩스 전송 불가)
- 서류제출 접수 마감일 후에 발송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음
- 서류 제출처: (우)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대학본부별관(E7-1) 208호 입학과

3

4

국제언어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인정시험
학과별
전공수학능력평가

▪ 2018. 5. 4.(금) 18:30~20:20
-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E1-1) 101호, 506호
- 문의 및 접수 6쪽 참조
▪ 2018. 6. 14.(목) 14:00~ [한국 시간]
- 해당 학과에서 서류평가 또는 면접고사 실시
▪ 2018. 6. 28.(목) 15:00 [한국 시간]

5

합격자 발표

- 충남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ipsi.cnu.ac.kr)
- 본인 수험번호 및 생년월일로 확인
- 개별통지하지 않음
▪ 2018. 7. 10.(화) ~ 7. 13.(금)
- 등록금 고지서 출력: 충남대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학생민원서

6

등록금 납부

비스→신입생 등록금고지서)
- 하나은행, 농협, 또는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은행 영업시간에
한함(09:00~16:00)
- 상세한 정보는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유의사항’ 확인

7

표준입학허가서 및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 2018. 7월~8월 중
- 충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
- 입학서류 구비 완료자, 등록금 납부 완료자, 국외 체류자만 해당

※ 상기 일정은 학내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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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집단위
구분

대학

모집단위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한문학과
사학과, 국사학과, 철학과, 고고학과, 언어학과

사회과학대학

인문계

경상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신·편입학

사회학과,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 행정학부
정치외교학과, 언론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제학과, 경영학부, 무역학과
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
농업경제학과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물리학과, 천문우주과학과
화학과, 생화학과, 지질환경과학과, 해양환경과학과
건축학과(5년),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선박해양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기공학과
전파정보통신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유기재료공학과

자연계

식물자원학과, 원예학과, 환경소재공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환경자원학과, 동물자원과학부, 응용생물학과
생물환경화학과, 식품공학과, 지역환경토목학과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생활과학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예·체능계

자연과학대학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소비자학과
생물과학과,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무용학과

* 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는 3학년 편입학을 모집하지 않음
** 식품영양학과는 신입학만 모집함
※ 기재되지 않은 학과는 모집하지 않음

Ⅲ. 모집인원
입학정원 외로 모집단위 내에서 수용 가능 인원을 선발함
※ 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의 2학년 편입학 모집인원은 20명 내외
※ 충남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학력수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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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원자 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하여야 하며 2개 이상 모집단위에 지원한 경우
모든 지원을 무효로 함
나. 인터넷 접수 시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이
므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인터넷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지원서의 내용
수정 및 접수취소가 불가능함
다. 지원자는 전형기간에 충남대학교 홈페이지(http://ipsi.cnu.ac.kr)에 게시·공고되는 사
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게시·공고사항 미확인으로 발생하
는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임
※ 학과별 전공수학능력평가, 합격자 발표 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개별통지하지 않음

라. 지원자의 제출 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부족할 경우 전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납부한 전형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으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
인 사유*로 전공수학능력평가에 대한 응시가 불가능함을 사전에 신고하여 그 사유
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전형료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불가항력적인 사유: 천재지변, 수험생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 지원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공수학능력평가에 결시한 경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바. 입학지원 시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지원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졸
업 또는 수료증명서를 2018. 8. 24.(금)까지 반드시 충남대학교 입학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사. 입학지원 시 제출한 서류 및 기록물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추후 불합격이 된 후
에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지원자는 중요한 서류 제출 시 유의하기 바람
아. 지원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의 경우 복사본
에 발급기관 등의 원본대조확인(원본대조필) 또는 공증기관 등을 통해 공증 받은 공
증본을 제출해야 함
자.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본을 제출하여야 함
차. 입학고사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카. 입학시기가 같은 두 개 이상의 대학에 동시에 등록할 경우,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됨
타. 제출서류 허위, 면접고사 대리응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또는 입국허가가 되지 아니한 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됨
파. 신입생은 입학년도 첫째 학기 중에는 휴학할 수 없음
하.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남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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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원자격

[반드시 가, 나, 다 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가. 본인 및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 지원자가 우리나라 고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지원자 모두
외국국적을 취득해야 함
※ 지원자는 반드시 본인 및 부모의 국적증명, 본인과 부모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부모의 이혼·사망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친권/양육권이 표기
된 이혼증빙, 사망증빙 등)

1. 신입학: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2. 편입학
◦2학년 편입학: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1학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예정)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였거나,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3학년 편입학: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예정)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였거나,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나.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어학성적을 소지한 자
※ 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의 경우 ‘2.’항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지원 가능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자
2. TOEIC 700, TOEFL(PBT 530, CBT 197, iBT 71), TEPS 600, IELTS 5.5 이상 소지자
3.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인정시험에 통과한 자
◦시험일시: 2018. 5. 4.(금) 18:30~20:20
◦시험장소: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E1-1) 101호, 506호
※ 지원인원에 따른 강의실 변동 시 문자 안내

◦접수기간: 2018. 4. 16.(월) ~ 2018. 4. 27.(금) 12:00까지
◦시험문의 및 접수: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E1-1) 209호(☎042-821-7095)
4.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정규과정 4단계 이상 수료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제출자 또는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능력인정시험에
통과한 자 또는 한국어정규과정 4단계 이상 수료자가 입학할 경우에는 졸업 전까지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소지 또는 TOEIC 700, TOEFL(PBT 530, CBT 197, iBT 71), TEPS
600, IELTS 5.5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함
※ 국제언어교육원 자체 시행 한국어능력인정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학과별로 TOPIK 성적 제출이 졸업 필수요건인 경우가 있으므로 합격 후 개별 학과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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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 불가 대상
1.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자
2. 검정고시 통과자 및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으로 학력을 취득한 자
3. 내국인으로서 국내 소재의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자

Ⅵ. 제출서류
제출서류

1

[Form 1] 입학지원서

2

[Form 2] 자기소개서

3

[Form 3] 수학계획서

4

어학능력 증빙서류

5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6

고등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7

대학교 졸업/수료(예정)증명서

8

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9

학력 입증 서류*

10

본인 및 부모 신분증 사본

11

지원자·부모 관계 입증 서류

▪
▪
▪
▪

비고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지원서의 영어성명 철자는 여권과 동일해야 함
여권사진 1매 별도 부착
국내 비자가 있는 자는 ‘국내거주’로 표기하여야 하며, 입학
예정 시기에 유효비자 없이 국외 체류할 경우, 본국 주소를
명확히 기재하고 POSTAL CODE를 반드시 기입해야 함(비자
서류 발급용)

▪ 서식을 다운 받아 직접 작성한 후 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여야 하며, 서류제출 마감
전까지 성적표가 발행되어야 함
▪ 6쪽 참조
▪ 신입학 지원자들만 제출
▪ 편입학 지원자들만 제출
▪ 반드시 학점 또는 시수가 표기되어 있는 성적증명서 제출
▪ 외국학교 서류(졸업 및 성적증명서)에 대하여 학력학위인증보
고서(중국),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서류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졸업예정자는 졸업 후 학력 입증 서류 제출
▪ 국내학교의 경우 예외
▪ 반드시 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
▪ 지원자 및 부모의 국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중국: 거민신분증 사본
▪ 중국 외: 신분증이 없을 경우 여권사본 제출 가능
▪ 부·모·본인의 관계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중국: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증명서(부모와 호구 분리된 경우)
※ 원서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된 자료

▪ 중국 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12

여권 사본

13

외국인등록증 사본

14

[Form 4] 유학경비부담서약서

15

은행예금잔고증명서

▪ 국내 체류자만 제출
▪ 재정보증인의 18,000USD 상당의 국내·외 은행예금잔고증명서
▪ 재정보증인은 본인 또는 부모만 가능
▪ 예치동결기간: 2018. 9. 30.까지
※ 예치동결기간이 없는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16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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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입증 서류
◦중국: 중국고등교육학력인증보고서 1부
- 신입학: 會考成績 또는 졸업확인이 표기된 인증서로 http://www.cdgdc.edu.cn에서 신청 가능
- 편입학: http://www.chsi.com.cn에서 출력한 검색결과로 QR코드 및 유효기간 1년 이상 설정 필수
◦중국 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외국학교 등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
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 발급기관: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부)
국가별 아포스티유 관련기관 정보는 [www.hcch.net - Apostille Section] 참고

- 영사확인: 주재국 재외공관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영사확인 증명서 불가

Ⅶ. 전공수학능력평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구적 태도와 소양, 전공수학능력, 전공에 대한 적
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함
가. 일시: 2018. 6. 14.(목) 14:00~
※ 학과별 정확한 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

나. 준비물: 수험표 및 신분증
※ 지원자는 면접고사 당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험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감독관 확인 시 제시하여야 하며, 미소지자의 경우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음
※ 지원자는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다. 전형요소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비고

100점

면접위원 2인의 평균점수 반영

모집단위

전형방법

평가방법*

전 모집단위
(아래 모집단위 제외)

대면면접
또는
서류평가

국내 거주 지원자: 대면면접
해외 거주 지원자: 서류평가

면접고사

국내 거주 지원자: 대면면접
해외 거주 지원자: 전화면접

학구적 태도와 소양
전공(외국어 포함) 수학능력
전공에 대한 적성

라. 전형방법

사회복지학과
선박해양공학과
응용생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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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접수 당시 유효비자가 있을 경우 국내 거주 지원자로 간주되며, 국내 거주 지원자의 경우 면접
고사에 불참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임
※ 무용학과는 전공수학능력평가에 실기고사를 포함하여 실시 예정

마. 선발방법: 전공수학능력평가 위원 2인(각 100점 만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선발함
바. 불합격 처리 기준
1. 전공수학능력평가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자
2. 국내 거주 지원자 중 면접고사 결시자
3. 지원 서류 미제출자
4. 지원 자격심사 부적격자

Ⅷ. 합격자 발표
가. 일시: 2018. 6. 28.(목) 15:00 예정
나. 장소: 충남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ipsi.cnu.ac.kr)에 공지함
※ 개별 통보하지 않음

다. 유의사항
1. 최종합격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합격이 취
소됨
2.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졸업예정자는 졸업 후 학력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
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이 취소됨
※ 입학지원 시 학력입증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서류 제출이 면제됨

3.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시 공지되는 ‘합격자 유의사항’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합
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Ⅸ. 등록금 납부
가. 납부기간: 2018. 7. 10.(화) ~ 7. 13.(금)
나. 등록금 납입 고지서: 2018. 7. 6.(금)부터 출력 가능
1. 충남대학교 홈페이지(http://plus.cnu.ac.kr)→대학생활→학생민원서비스→신입생 등
록금고지서
2. 납부할 금액이 0원(전액 면제 장학생)인 합격자도 반드시 은행에 가서 은행 창구
에 등록금 고지서를 제출하여야 등록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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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부방법
구분

상세 내용
▪ 은행창구 납부: 하나·우리은행 또는 농협 전국 각 지점에 방문하여 납부
▪ 가상계좌 납부: 전국 모든 은행(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국내(한국)에서 납부

등 이용)에서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학생 개인별 하나·
우리은행 또는 농협 고유계좌로 입금
※ 학생 본인 명의로 등록금을 입금하지 않아도 가능함

▪ 충남대학교 계좌번호로 해외 송금
※ 계좌번호는 해당자에 한해 개별 안내함

▪ 해외송금 시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송금(등록금 납부)
후 아래 표를 작성하여 open_foreign@cnu.ac.kr로 메일 발송
과정

해외(본국)에서 납부

학과

영문성명

송금일

송금자명

신입/편입

▪ 환율기준은 KRW 1,000=USD 1
▪ 양국 은행 수수료(USD 100)는 추가하여 납부해야 함
▪ 해외(본국)에서 입금하여 과납된 차액은 추후 환불함

라. 분할납부(국내에서 납부하는 자에 한하며 해외 송금 불가)
1. 부득이한 경제적 사유로 정상 납부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자는 신
청 가능
2. 1차: 수업료 1차분
3. 2차: 소속 대학별 해당 수업료 잔액
4. 분할납부 신청 기간 및 기타 사항은 추후 확정 안내함
마. 등록금 안내

[문의: 재무과 ☎042-821-5133]

단과대학

모집단위

인문대학

전 모집단위

1,819,000

사회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1,819,000

수학과

2,017,500

무용학과

2,513,000

기타 모집단위

2,209,000

경상대학

전 모집단위

1,807,500

공과대학

전 모집단위

2,572,000

농업경제학과

1,819,000

기타 모집단위

2,193,500

생활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2,193,500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2,193,500

자연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 위의 금액은 2018학년도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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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수업료)

Ⅹ. 표준입학허가서 및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가. 기간: 2018. 7월~8월 중
나. 발급기관: 충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
다. 발급대상: 해외에 체류 중이며 공관에 비자 신청이 필요한 학생
※ 국내에 체류 중인 합격자는 제외하며 입학 지원서 상의 주소로 국내/국외체류자로 간주

라. 발급절차
합격자 결정
☟
등록금 납부
☟

☟

국내 체류자(비자가 있는 경우)

국외 체류자(유효 비자가 없는 경우)

국제교류본부에서 비자 변경 및 연장 신청
(표준입학허가서는 학생이 직접 수령하지 않음)

사증발급인정번호 합격자 이메일로 송부

☟

☟
본국의 한국대사관에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가지고 학생비자(D-2) 신청 및 발급

비자 처리 완료 후

☟

국제교류본부에서 외국인등록증 수령

국제교류본부에 외국인등록증 신청
(입국 후 90일 이전까지)

마. 발급문의
1. 전화: ☎042-821-8822(중국), ☎042-821-8824(비중국)
2. 이메일: yena121104@gmail.com(중국), hyunminkim@cnu.ac.kr(비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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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참고자료
가. 장학금 제도
※ 장학금 지급주체의 사정에 따라 선발기준, 인원, 지급내역 등이 변동될 수 있음

1. 교내 장학금

[문의: 학생과 ☎042-821-5081]

장학명

선발기준

선발인원

장학금액

등록예정인원의

신·편입생: 입학성적 우수 외국인 유학생

30% 이내

등록금 일부 C급

재학생: 직전학기 평균평점 2.25 이상, 15학점

외국인(학부)

이상을 이수한 외국인 유학생
※ 개강일 기준 학생 본인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적격자

등록금 일부 C급

제외

성적우수

격려

재학생: 직전학기 평균평점 3.25 이상, 15학점

등록예정인원의

이상 이수자 중 성적 우수자

4% 이내

재학생: 직전학기 평균평점 2.25 이상, 15학점

등록예정인원의

이상 이수자 중 성적 우수자

20% 이내

등록금 전액

등록금 일부 C급

※ 등록금 일부 C급 장학금액: 2014학년도 기준 수업료 상당액

2. 지역선도대학 장학금

[문의: 국제교류과 ☎042-821-8077]

장학명

선발기준

지역선도대학
TOPIK장학금

지역선도대학
성적우수장학금

선발인원

신입생 및 재학생: TOPIK 4급 이상 취득자

TOPIK 4급

※ 기본요건: 장학금 신청기간 내 TOPIK 4급(이상) 증명서
및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자

지역선도대학

재학생: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성적평점 2.5 이상인

육성사업비
예산범위 내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액

이상 지급

성적별
차등 지급

※ 기본요건: 장학금 신청기간 내 TOPIK 4급(이상) 증명서
및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자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지급

3. 국제언어교육원 장학금
장학명
학부진학
장려장학금

[문의: 국제언어교육원 ☎042-821-7095]
선발기준

선발인원

장학금액

적격자

금500,000원

신입생: 충남대학교 한국어정규과정 4학기 이상 이수자 중
학부 입학 직전 2학기 수료자
※ 개강 3~4주 후 학생 계좌로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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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인 유학생 보험가입
1. 보험가입 의무
◦한국 정부 방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 입학 후 재학기간동안 보험가입 필수
◦「충남대 외국인 유학생 보험」 혹은 「국민건강보험」 중 택 1
2. 2018학년도 후기 「충남대 외국인 유학생 보험」 가입 안내
◦보험 가입 신청 및 비용 납부 기간: 2018. 9월 중
◦보험 온라인 시스템에 가입 신청 후, 학생 개인이 보험료 납부
◦보험료: 약 15만원 내외(변동 가능)/1년
※ 개인의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보험비용 개별 산정

◦보장 기간: 2018. 9. 1. ~ 2019. 8. 31.[1년간]
◦세부 안내 사항은 합격자를 대상으로 추후 공지함
다. 주요 학사제도
1. 복수전공제도

[문의: 교무과 ☎042-821-5022]

3학기 이상 이수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타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
[단, 약학대학, 간호대학, 수의과대학,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 예술대학의 회화
과, 조소과, 디자인창의학과, 생활과학대학의 식품영양학과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으며, 복수전공이 제한된 학과(전공)의 학생은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음]
2. 전과제도

[문의: 학사지원과 ☎042-821-5032]

2학년 이상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으로 재학 중 1회에 한
함(편입학한 자 제외). 선발은 모집단위별로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름(다만, 학과
나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일부 제한할 수 있음)
3. 능력별 학점취득

[문의: 학사지원과 ☎042-821-5032, 5042]

직전학기 성적이 A0 이상인 경우 학기별 기준이수학점보다 3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총 평균평점이 4.0 이상일 경우 1학
기 또는 2학기까지 졸업을 앞당길 수 있음(조기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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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생생활관

[문의: 학생생활관 ☎042-821-6181]

※ 아래의 사항들은 학생생활관 사정에 의해 변동이 있을 수 있음

1. 규모
◦원룸형: 복도를 중심으로 호실이 마주보며, 실내에 화장실, 세면실 완비
◦복도형: 복도를 중심으로 호실이 마주보며, 화장실·세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
◦아파트형: 거실, 베란다를 6명이 공유하는 일반 아파트식 형태로 12명이 화장실·
세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
◦기혼자실(원룸형): 기혼자 부부가 사용하는 원룸형 구조로 화장실, 욕실, 조리시설
완비
구분

형식

특징

정원

비고

1, 6동

2인 1실

아파트형

686명

1동 남자/6동 여자

2, 3동

2인 1실

원룸형

496명

2동 여자/3동 남자

4동

2인 1실

복도형

195명

남자

5동

2인 1실

아파트형

91명

여자

하우스)

3인 1실

원룸형

48명

남자

1차 BTL 생활관

1인 1실

원룸형

14명

7동 여자 장애우실/8동 남자 장애우실

(7~9, 11동)

2인 1실

원룸형

2,480명

기혼자실

원룸형

96실

2인 1실

원룸형

101명

기혼자실

원룸형

34실

1인 1실

원룸형

95명

2인 1실

원룸형

352명

장애우실

원룸형

4명

2인 1실

아파트형

88명

(2차 BTL

2인 1실

원룸형

110명

생활관 포함)

1인 1실

원룸형

40명

(인터내셔널

1차 BTL 생활관
(10동)
2차 BTL 생활관
(12동)

2차 BTL 생활관
(13동)

백행사

계

7, 11동 여자/8, 9동 남자
조리 가능(기혼자 재학생 남, 여)
남자
조리 가능(기혼자 재학생 남, 여)
※ 기혼신청자 미달 시, 일반 남학생 수용

여자
여자 장애우실

의과대학 생활관(문화동 캠퍼스)

4,930명

2. 입사자격
◦본교 입학확정자 중 입학지원서 상 신청희망자 중에서 일정 인원만 선발
※ 단, 생활관비 납부자에 한하여 입사자격을 부여함

◦동배정은 임의 배정함
◦충원합격자는 입학포기자 현황에 따라 입학 성적순으로 충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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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관비
◦2018학년도 생활관비는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참조
◦기혼자실, 2차 BTL 생활관, 백행사를 제외한 일반 사실 식사 형태는 선택적 의무
식임(4종 중 택 1)
※ 평일 2식 의무식(중식 판매식), 주말 선택식

4. 입주자 발표일
◦2018. 7. 24.(화) 오후 2시 발표 예정,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조회 필요
※ 학생생활관 입주자 유의사항 필히 참조

◦생활관비 납부(예정)일: 2018. 7. 26.(목) ~ 7. 27.(금) 09:00~23:00
※ 개인별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KEB하나, 우리, 신한, 국민) 납부

5. 문의처
◦통합행정실: 042-821-6181, 6161(납부 관련)
◦관련시설 참조: 홈페이지(http://dorm.cnu.ac.kr/) [생활관 살펴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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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안내부서 및 전화번호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지역번호: 042)
821-8024(중국)

홈페이지

입학안내

입학본부

비자안내

국제교류본부

등록금 수납·환불

재무과

821-5133

장학금

학생과

821-5081, 5084

휴학 등 학적관리

학사지원과(학적)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학사지원과(수업)

학생생활관 입주

학생생활관

821-6181, 6161

http://dorm.cnu.ac.kr

국어국문학과

821-5321

http://human.cnu.ac.kr/korean

영어영문학과

821-5331

http://english.cnu.ac.kr

독어독문학과

821-5341

http://german.cnu.ac.kr

불어불문학과

821-5351

http://french.cnu.ac.kr

중어중문학과

821-5361

http://human.cnu.ac.kr/chinese

일어일문학과

821-5371

http://human.cnu.ac.kr/japanese

한문학과

821-5381

http://sinokor.cnu.ac.kr

사학과

821-5391

http://human.cnu.ac.kr/history

국사학과

821-6311

http://human.cnu.ac.kr/khistory

철학과

821-6321

http://human.cnu.ac.kr/phil

고고학과

821-6381

http://human.cnu.ac.kr/arch

언어학과

821-6391

http://human.cnu.ac.kr/lang

사회학과

821-6331

http://socio.cnu.ac.kr

문헌정보학과

821-6351

http://munhun.pagei.co.kr

심리학과

821-6361

http://cnupsy.ezshosting.com/main

행정학부

821-5841

http://cnupa.storee.co.kr

정치외교학과

821-5851

http://politics.cnu.ac.kr

언론정보학과

821-6371

http://www.cnucomm.net

사회복지학과

821-6471

http://welfare.ngelnet.com

경제학과

821-5521

경영학부

821-5531

무역학과

821-5551

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

821-5960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821-6591(비중국)
821-8822(중국)
821-8824(비중국)

http://ipsi.cnu.ac.kr
http://cnuint.cnu.ac.kr/

82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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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em.cnu.ac.kr

구분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담당부서

전화번호
(지역번호: 042)

홈페이지

수학과

821-5421

http://math.cnu.ac.kr

정보통계학과

821-5431

http://stat.cnu.ac.kr

물리학과

821-5451

http://physics.cnu.ac.kr

천문우주과학과

821-5461

http://astro1.cnu.ac.kr

화학과

821-5471

http://chem.cnu.ac.kr

생화학과

821-5481

http://biochemistry.cnu.ac.kr

지질환경과학과

821-6421

http://geo.cnu.ac.kr

해양환경과학과

821-6431

http://ocean.cnu.ac.kr

무용학과

821-6481

http://dance.cnu.ac.kr

건축학과(5년)

821-6280

http://archi.cnu.ac.kr

건축공학과

821-5621

http://archi-eng.cnu.ac.kr

토목공학과

821-5671

http://civileng.cnu.ac.kr

환경공학과

821-6671

http://envi.cnu.ac.kr

기계공학부

821-5641

http://me.cnu.ac.kr

선박해양공학과

821-6621

http://ship.cnu.ac.kr

메카트로닉스공학과

821-6871

http://mec.cnu.ac.kr

항공우주공학과

821-6681

http://aero.cnu.ac.kr

신소재공학과

821-6631

http://mse.cnu.ac.kr

전기공학과

821-5651

http://elec.cnu.ac.kr

전파정보통신공학과

821-6861

http://rice.cnu.ac.kr

응용화학공학과

821-6286

http://ceac.cnu.ac.kr

유기재료공학과

821-6611

http://polyfiber.cnu.ac.kr

식물자원학과

821-5721

http://crop.cnu.anyline.kr

원예학과

821-5731

http://horti.cnu.anyline.kr

환경소재공학과

821-5751

http://wood.cnu.ac.kr

산림환경자원학과

821-5741

http://forestry.cnu.ac.kr

동물자원과학부

821-5771, 5781

http://animal.cnu.ac.kr

응용생물학과

821-5761

http://abio.cnu.anyline.kr

생물환경화학과

821-6731

http://bec.cnu.ac.kr

식품공학과

821-6721

http://fst.cnu.ac.kr

지역환경토목학과

821-5791

http://are.cnu.anyline.kr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821-6711

http://bme.cnu.ac.kr

농업경제학과

821-6741

http://agrieco.cnu.any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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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활과학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담당부서

전화번호
(지역번호: 042)

홈페이지

의류학과

821-6821

http://cloth.cnu.ac.kr

식품영양학과

821-6831

http://fdnutri.cnu.ac.kr

소비자학과

821-6841

http://cli.cnu.ac.kr

생물과학과

821-5491

http://sbb.cnu.ac.kr/bio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821-6411

http://sbb.cnu.ac.kr/mi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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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집요강은 한글, 영어, 중국어로 작성되었으며,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한글로 작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The guideline for applicants has been prepared in Korean, English and
Chinese. If interpretational differences arise, the Korean version will have priority
over English and Chinese version.
本招生简章由韩语和汉语组成的，翻译上出现疑意时以韩语为准！

Admissions Guide for International Students,
2018 Fall [Undergraduate]

2018.

4.

Ⅰ. Admissions Timeline
Step

Timeline
▪ May 2 (Wed) 10:00 ~ May 30 (Wed) 18:00, 2018
[Local Time in Korea]
- CNU Admissions Web site(http://ipsi.cnu.ac.kr)

1

Online Application

- Application is complete after the payment of the application fee
- Application can only be done via online
- Accessible 24 hours a day
- Application Fee(Non-refundable): KRW 60,000 or 60USD
▪ May 3 (Thu) 09:00 ~ May 31 (Thu) 18:00, 2018
[Local Time in Korea]
- Excluding weekends and national holidays

2

Submission of
Documents

- Submission by post or visiting in person after online
application(Not via FAX)
- Documents sent by post after the deadline of submission
will not be considered valid
-

(Zip

code)34134;

Admissions

Office(E7-1)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99 Daehak-ro, Yuseong-gu, Daejon
▪ May 4 (Fri) 18:30~20:20, 2018
3

Korean Language

- CNU Language Education Center Headquarters(E1-1) Room

Proficiency Test in CNU

101, 506
- For inquiries and application, please refer to p24

4

Evaluation of
Academic Proficiency

▪ Jun 14 (Thu) 14:00~, 2018 [Local Time in Korea]
- Evaluation of Documents or Interview will be done by each units
▪ Jun 28 (Thu) 15:00, 2018 [Local Time in Korea]

5

Announcement of
Successful Applicants

- CNU Admissions Web site(http://ipsi.cnu.ac.kr)
- Application number and birth date is required for verification
- Not individually notified
▪ Jul 10 (Tue) ~ Jul 13 (Fri), 2018
- Printing the tuition form: CNU web site(http://plus.cnu.ac.kr)

6

Registration

- Limited to regular banking hours(09:00~16:00) at any Hana
Bank, Nonghyup, or Woori Bank branch
-

Please

refer

to

the

‘Important

Notes

for

Successful

Applicants’ for further details regarding registration process
Issuance of Official
7

Certificate of Admission
& Visa Issuance Certificate

▪ Jul ~ Aug, 2018
- CNU International Affairs Office
- Limited to applicants who submitted their required documents
completely, paid their tuition and resides abroad

※ The scheduled dates above are subject to change, so please make sure to check the CNU
admissions web site for any changes in 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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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Programs Offered
Order

College

Unit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Humanities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ino-Korean Literature, History, Korean History
Philosophy, Archaeology, Linguistics

Liberal
Arts

Sociology, Library Information, Psychology
Social Sciences

Public Administration, Communications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Social Welfare

Economics and
Management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Natural Sciences

Economics, School of Business, International Trade
Asia Business International Studies*
Agricultural Economics
Mathematics, Information and Statistics, Physics
Astronomy and Space Sciences, Chemistry, Biochemistry
Geology and Earth Environmental Sciences

Freshmen

Oceanography and Ocean Environmental Sciences

·
Transfers

Architecture(5-year program), Architectural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Environment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Mechatronics Engineering
Engineering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Aerospace Engineering,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Natural

Electrical Engineering, Organic Materials Engineering

and

Radio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s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and Applied Chemistry

Physical
Sciences

Crop Science, Horticulture, Bio-based Materials
Environmental and Forest Resources, Applied Biology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Animal and Dairy Science, Bio-Environmental Chemistry
Food Science&Technology
Bio-Systems Machinery Engineering
Local Environmental Civil Engineering

Human Ecology
Biological
System Sciences

Clothing&Textiles, Food&Nutrition**, Consumer Science
Biological Sciences, Microbiology&Molecular Biology

Art, Music
and Physical

Natural Sciences

Dance

Education

* ‘Asia Business International Studies’ unit does not recruit junior transfer appilcants
** ‘Food&Nutrition’ unit only recruits freshmen applicants
※ The unit not listed above will not recruit applic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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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Admissions Quota
The quota for international admissions is not predetermined. Applicants will be
selected within the range of possibility for each units.
※ ‘Asia Business International Studies’ admissions quota for sophomore transfer applicants is within
20 people
※ Admission decision is made on scholastic ability, and CNU may leave quotas unfilled if admissions
officials deem that there are not enough applicants who meet CNU’s scholastic standards

Ⅳ. Important Notes for All Applicants
A. If applicants apply to more than one unit during the application period and
receive more than one registration number, they will be disqualified.
B. Applicants should make sure they input correct personal information when
completing

the

online

application,

and

are

fully

responsible

for

any

disadvantages that may incur due to errors and omissions in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application. In principle, any modification or cancellation is not
allowed after completion of the application.
C. Applicants should

check the

notice

on

the

CNU

Admissions Web site

(http://ipsi.cnu.ac.kr) for admissions procedures. The applicants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any disadvantages arising from unconfirmed information.
※ Information regarding admissions such as evaluation process, announcement of
successful applicants etc. will not be notified individually

D. The admissions staff reserves the right to require additional documents from
applicants if they need to clarify the eligibility or to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e submitted materials.
E. In most cases, the application fee is not refundable. However, exceptions may be
made in certain circumstances, such as natural disasters, hospitalization due to
illness of the applicant, etc. In such an event, the reason will be accepted and a
portion of application fee will be refunded to the applicant.
※ The application fee will not be refunded if the applicant was absent due to personal
circumstances, etc.

F. Applicants who submitted certificate of expected graduation or certificate of
expected enrollment must submit their graduation certificate or enrollment
certificate to the Admissions Office by Aug 24 (Fri), 2018, and failure to submit
the document without a valid reason may invalidate a student’s offer of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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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Applicants must keep in mind that all of the submitted documents cannot be
returned, even if the applicants are not one of the successful applicants.
H. Original documents should be submitted. However, if they are unavailable,
copies must be authorized by the document-issuing institution or notarized by
a public notary.
I. Documents written in foreign language other than Korean or English must be
notarized and translated into English or Korean.
J. CNU does not publicize the result of evaluation scores.
K. If applicants register more than two universities by the same admission period,
their offer of admission will be rescinded.
L. Admissions offered will be rescinded if false information or unfair practice for
admissions is found to have been used at any time.
M. Freshman can not take a leave of absence at their first semester.
N. Further details, if not stated in this guide, will be processed in accordance with
CNU standards.

Ⅴ. Admissions Eligibility
[Applicants must satisfy all of the A. B. C. requirement below]
A. Both the applicant and his/her parents are not citizens of Korea
※ Both the applicant and his/her parents are required to acquire foreign citizenship
before commencing their education course corresponding to that of high school in Korea
※ In case of parents’ divorce/death, related documents should be submitted (i.e.
document indicating divorce and custody/parental authority, death certificates, etc.)

1. Freshmen: Applicant of high school graduate, or who has attained an
equivalent level of education
2. Transfers
◦Sophomore Transfers: Foreign student who have completed at least a year of
college education at a 4-year university, or graduated
from a technical/junior college(2~3 year program)
◦Junior Transfers: Foreign student who have completed at least two years of
college education at a 4-year university, or graduated from
a technical/junior college(2~3 yea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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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t least one document below proving language proficiency in either Korean or English
※ For Asia Business International Studies applicants, they must only satisfy requirement ‘2.’

1. Level 3 or higher on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TOPIK)
2. Minimum accepted scores are: TOEIC 700, TOEFL(PBT 530, CBT 197, iBT 71),
TEPS 600, IELTS 5.5
3. Passer on a test of Korean proficiency at CNU Language Education Center
◦Test Date: May 4 (Fri) 18:30~20:20, 2018
◦Location: CNU Language Education Center Headquarters(E1-1) Room 101, 506
※ Classroom can be changed depending on the number of applicants, and in this
case, they will be guided through text message.

◦Application Period: Apr 16 (Mon) ~ Apr 27 (Fri) 12:00, 2018
◦Inquiries and Application: CNU Language Education Center Headquarters(E1-1)
Room 209 (☎+82-42-821-7095)
4. Level 4 or higher on a completion of Korean course at CNU Language
Education Center
If applicants achieved level 3 on the Test of Korean Proficiency in Korean (TOPIK),
passed a test of Korean proficiency at CNU Language Education Center, achieved level
4 or higher on a completion of Korean course at CNU Language Education Center, they
must achieve level 4 or higher on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TOPIK) or achieve
English proficiency test scores higher than TOEIC 700, TOEFL(PBT 530, CBT 197, iBT 71),
TEPS 600, IELTS 5.5 before graduation
※ Test of Korean proficiency at CNU Language Education Center is not regarded as valid
※ There can be departments that require certain TOPIK level for graduation, so successful
applicants should inquire to each of their department individually

C. Any applicants who fit the criteria below can not apply to our university
1. Holders of dual citizenship including Korean nationality
2. Applicants who attained their level of education by qualification examinations,
home schooling and cyber learning systems
3. Local citizens who graduated international schools locat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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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Required Documents
Required Documents

1

[Form 1] Application Form

2

[Form 2] Personal Statement

3

[Form 3] Study Plan

4

Proof of Language Proficiency

5

Official High School
Graduation Certificate

6

Official High School Transcript

7

Official University
Graduation(Completion) Certificate

8

Official College/University Transcript

Note
▪ Print it out after completing the online application
▪ The name on the application form must correspond to the
name in the applicant’s passport
▪ Additional passport photo should be submitted
▪ If the applicant have valid visa, mark ‘In Korea’ in the
application form’s residence section, and if the applicant is
abroad at the expected admission date with no valid visa, they
should fill in their country’s address precisely and must fill in
the POSTAL CODE(for visa issuance)
▪ Download the required form, fill out the portion and submit it
▪ Certificate must be effective by the deadline of online
application and issued before the deadline of submission
▪ Please Refer to p24
▪ Limited to Freshmen applicants
▪ Prospective graduate must submit their certificate of expected
graduation indicating the expected graduation date
▪ Limited to Transfer applicants
▪ Prospective graduate must submit their certificate of expected
graduation(enrollment) indicating the expected graduation
(enrollment) date
▪ Earned credit or hours must be stated in the transcript

9

Documents
which verifies Academic Record*

▪ http://www.cdgdc.edu.cn or http://chsi.com.cn(China), Apostille
Certificates or certification by the embassy for documents of
foreign school(official graduation certificate and transcript)
▪ Applicants of expected graduation may submit this document
after graduation, and if not this case, applicants must submit
this document within the submission deadline
▪ Exception for domestic schools

10

Copy of Identification Card of
the applicant and his/her parents

▪ Must be able to identify the nationality
▪ China: 中国居民身份证复印件
▪ Other countries: ID card, if not applicable, copy of passport

11

Official Document indicating
parent-child relationship between
the applicant and his/her parents

12

Copy of Applicant’s Passport

13

Copy of Alien Registration Card

14

[Form 4] Affidavit of Financial Support

15

Certificate of Bank Balance

▪ China: 户口簿／亲属关系证明书(公证本)
※ Issued within 1 year from the application deadline

▪ Other countries: (e.g.) Family relation certificate, Birth certificate

▪ Limited to Domestic Residents

▪ Certificate of bank balance of more than 18,000USD until Sep
30, 2018
※ The certificate must be issued within the application period

▪ The sponsor must be applicant him/herself or his/her parents

16

Employment Certificate or
Business Registration

▪ Employment Certificate or Business Registration of the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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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s which verifies Academic Record
◦China
- Freshman: verification record stating 会考成绩 or graduation confirmation which can be
requested on the web site http://www.cdgdc.edu.cn
- Transfer: The result printed out from the web site http://www.chsi.com.cn(must contain QR
code and validity date must be set up for more than 1 year)
◦Other Countries: Apostille Certificates or Certification by the Embassy
- Apostille: Official certificates(graduation certificate and transcript) issued from foreign school or
institution should be submitted with the Apostille attachment
※ For information regarding how to get an Apostille, please refer to the web site www.hcch.net Apostille Section

- Certification by the Embassy: Certification by the Korean embassy in applicant’s country or
applicant’s country’s embassy in Korea
※ Applicants from the countries that joined the convention must only submit Apostille certificates, and
embassy certification will not be considered valid

Ⅶ. Evaluation of Academic Proficiency
Evaluation

are

done

based

on

an

overall

evaluation

of

attitude,

academic

proficiency and aptitude for desired major. The basis of the evaluation is the
documents submitted by the applicant.
A. Date and Time: Jun 14 (Thu) 14:00~, 2018
※ Exact location for each unit will be guided afterward

B. Preparation Material: Application ticket and identification card
※ Applicant must bring their application ticket and identification card to identify
themselves, and if one does not possess the application ticket and identification card,
they can not enter the interview room
※ Applicants must arrive to the interview site 30 minutes before the interview

C. Evaluation Items
Evaluation Items

Distribution

Note

100 point

Average scores
of two evaluating professors

Attitude
Academic Proficiency
(including foreign language)
Aptitude for desired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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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valuation Method
Unit
All acceptance quotas
(Except below units)
Social Welfare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Applied Biology

Evaluation
Interview
or
Evaluation of Documents

Interview

Method*
Domestic resident: Interview
Foreign resident: Evaluation of submitted
documents
Domestic resident: Interview
Foreign resident: Telephone Interview

* If applicants have valid visa at the evaluation date, they will be considered as domestic residents,
and for domestic residents, applicants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if they don’t attend the interview
※ Applicants for Dance department will be asked to take a performance test

E. Selection Criteria: Applicants who received higher than 60 points in average of applicant’s
academic proficiency will be selected as successful applicants
F. Any applicants who fit the criteria below will be disqualified
1. Applicant who received scores lower than 60 points in average
2. Applicant who did not attend the interview or telephone interview
3. Applicant who did not submit the required documents
4. Applicant who is not qualified for evaluation

Ⅷ. Announcement of Successful Applicants
A. Date and Time: Jun 28 (Thu) 15:00, 2018 (Scheduled)
B. Location: CNU Admissions Web site (http://ipsi.cnu.ac.kr)
※ Not individually notified

C. Note
1. If the successful applicant does not pay tuition within the tuition period,
he/she will be excluded from the admission list.
2. Applicants of expected graduation must submit documents which verify their
Academic Record to the Admissions Office within the designated date. Failure
to submit the document without a valid reason may invalidate a student’s
offer of admission.
※ Those who have submitted their verification of academic record during the
application period are not required to submit this document.

3. After the announcement of successful applicants, admitted students are advised
to note the ‘Important Notes for Successful Applicants’ for furth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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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Registration
A. Period: Jul 10 (Tue) ~ Jul 13 (Fri), 2018
B. Printing the tuition bill: Accessible from Jul 6 (Fri), 2018
1. CNU web site(http://plus.cnu.ac.kr)→대학생활→학생민원서비스→신입생 등록금고
지서
2. Successful applicants should submit their tuition bill at the bank even if on a
full scholarship. If not, admission will be automatically rescinded.
C. Payment method
Order

Note
▪ Designated banks: Any KEB Hana Bank, Woori Bank, Nonghyup Bank(NH)

Payment

▪ Using virtual payment account: Make a deposit from any bank to a personal

in Korea

account number on the tuition bill
※ Applicants do not have to pay the tuition by applicant’s name

▪ Transfer money from abroad to CNU
※ The account number will be informed individually

▪ The sender’s name must be identical to the name on the applicant’s passport,
and applicants must send the form below to open_foreign@cnu.ac.kr immediately
after transferring the money.
Payment
outside
Korea

Degree

Department

Applicant’s
Name

Date tuition was sent
(yyyy.mm.dd)

Name of the person
who sent the money

Freshman/
Transfer

▪ 1,000 KRW=USD 1
▪ When paying tuition, add a bank charge of 100 USD
▪ Tuition paid in excess is refundable

D. Installment Payments(Payments within Korea only)
1. For students unable to pay tuition all at once, paying by installments is possible
2. First Payment: Partial tuition
3. Second Payment: Remaining tuition
4. Period of application for install payments and other related information will be
notified in ‘Important Notes for Successful Applic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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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uition Fees

[Inquiry: ☎+82-42-821-5133]

College

Unit

Humanities

All Departments

1,819,000

Social Science

All Departments

1,819,000

Mathematics

2,017,500

Dance

2,513,000

All Department except the above

2,209,000

Economics&Management

All Departments

1,807,500

Engineering

All Departments

2,572,000

Agricultural Economics

1,819,000

All Department except the above

2,193,500

Human Ecology

All Departments

2,193,500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All Departments

2,193,500

Natural Science

Tuition Fee(Won)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 The tuition fee stated above is 2018 standard and changeable

Ⅹ. Issuance of Official Certificate of Admission
and Visa Issuance Certificate
A. Period: Jul ~ Aug, 2018
B. Place: CNU International Affairs Office
C. Issued to applicants residing outside Korea and who must request for visa
issuance to the embassy
※ Exclude domestic residents, and applicants will be regarded domestic/abroad according
to the address written in the applicatio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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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rocedure
Admission decision for successful applicants
☟
Payment of tuition
☟

☟

Domestic Alien(Visa issued)

Foreign Alien(Visa needed)

The applicants should apply for visa change
or prolong the period for residence at CNU

Visa issuance certification number will be

International Affairs Office

informed to successful applicants via email

(The applicants will not receive the
certification of admission in person)
☟

☟
The D-2 visa will be issued with the visa
issuance number by the Korean embassy in
the applicant’s country

After visa process is done, the applicants will

☟

receive their Alien Registration Card at the
CNU International Affairs Office

Register to receive the Alien Registration
Card at the CNU International Affairs Office
(Within 90 days of Korea arrival date)

E. Inquiries about visa issuance should be directed to:
1. Phone: ☎+82-42-821-8822(China), ☎+82-42-821-8824(Other countries)
2. E-mail: yena121104@gmail.com(China), hyunminkim@cnu.ac.kr(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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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Appendix
A. Scholarship
※ The scholarship conditions, beneficiary and benefit can be changed du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scholarship giving departments

1. Student Affairs Office Scholarship
Order

[Inquiry: ☎+82-42-821-5081]

Scholarship Conditions
Freshman/Transfer: Foreign student who
received upper admission result

Foreigner

Beneficiary
Within 30% of
Prospective enrolled
students

Benefit
Grade C
Scholarships

Enrolled Student: Students whose average

(Undergraduate)

scores are above 2.25 in a recent semester
and who completed 15 credits

Qualified Applicants

※ Exception if your nationality is Korea at the

Grade C
Scholarships

beginning of the semester

Excellence
in Records

Enrolled Student: Students whose average
scores are above 3.25 in a recent semester
and who completed 15 credits
Enrolled Student: Students whose average

Promotion

Within 4% of
Prospective enrolled

scores are above 2.25 in a recent semester

students
Within 20% of
Prospective enrolled

and who completed 15 credits

students

Waive all
tuition fees

Grade C
Scholarships

※ Grade C scholarships: Waive portion of tuition as of 2014

2. Regional Leading Universities Foster Project Scholarship
[Inquiry: ☎+82-42-821-8077]
Order

Scholarship Conditions

Beneficiary

Freshman/Enrolled student: Level 4 or higher on TOPIK
Excellence in
TOPIK

Benefit
Level 4

※ Limited to students who submitted TOPIK certificate and
subscription of medical insurance within the scholarship

or higher
on TOPIK

application period

Within

Excellence in
Records

Enrolled student: Students whose average scores are

the

above 2.5 in a recent semester and who completed 15

budget

credits
※ Limited to students who submitted TOPIK certificate and
subscription of medical insurance within the scholarship
application period

※ Subject to change without a prior notice depending on the validity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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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d
payment
by records

3. 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Scholarship
Order

[Inquiry: ☎+82-42-821-7095]

Scholarship Conditions
Freshman:

Successful

applicants

Beneficiary

who

completed

4

semesters(including 2 recent semesters) of CNU Korean
Promotion

Benefit

Language Course
※ Given to students’ personal account after 3~4 weeks of

Qualified
Applicants

500,000 KRW

beginning of the semester

B. Insurance
1. Insurance is mandatory for international students
◦Every

international

student

must

have

insurance

according

to

Korean

government regulations
◦Each student must choose either 「CNU International Student Insurance(충남대
외국인 유학생 보험)」 or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국민건강보험)」
2. 「CNU International Student Insurance(충남대 외국인 유학생 보험)」 for Fall, 2018
◦Application and payment for CNU International Student Insurance: in Sep, 2018
◦Sign in to the CNU International Student Insurance web site and pay the fee
◦Cost: About 150,000 KRW/1 year
※ Costs can fluctuate according to individual circumstances such as age and gender

◦Insurance Term: Sep 1, 2018 ~ Aug 31, 2019[1 year]
◦Detailed

information

will

be

notified

to

successful

applicants

after

the

announcement of admission result
C. Main School Regulations
1. Double-Majoring

[Inquiry: ☎+82-42-821-5022]

Students who completed more than 3 semesters may embark on a second
major in addition to the major he/she originally applied to
[However, double majors may not be undertaken by students of Pharmacy,
Nursing, Veterinary Medicine, Architecture(5-year program), Painting, Sculpture,
Industrial art and Food&Nutrition. And even outside of such fields, a second
major may be additionally discouraged when the demands of a students’
original coursework prohibits the pursuit of a double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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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jor Change

[Inquiry: ☎+82-42-821-5032]

A student may change his/her major regardless of the current major from the
sophomore year(except for transfer students), but the student is limited to one
major

change.

The

selection

is

depended

on

the

method

of

each

departments(However, there can be restriction due to circumstances of the
department).
3. Early Graduation

[Inquiry: ☎+82-42-821-5032, 5042]

Students may,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exceed their per-semester credit
requirements by 3 credits every semester, therefore allowing them to graduate
within 3 years to 3 years and one semester.
D. Dormitory

[Inquiry: ☎+82-42-821-6181]

※ The conditions below are subject to change due to circumstances of the dormitory

1. Facility
◦Studio: Rooms are opposite from the hallway and are fully equipped with
individual bathroom and shower
◦Hallway: Rooms are opposite from the hallway with a shared bathroom and shower
◦Apartment: Regular apartment type rooms sharing a livingroom and a terrace
with 6 people, and 12 people use a shared bathroom and shower
◦Room for Married: Studio type apartment for married couples, fully equipped
with kitchen, bathroom, showe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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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Type

Facility

1, 6 building

2 people/1 room

Apartment

686

1 building male/6 building female

2, 3 building

2 people/1 room

Studio

496

2 building female/3 building male

4 building

2 people/1 room

Hallway

195

male

5 building
(International
House)

2 people/1 room

Apartment

91

female

3 people/1 room

Studio

48

male

1 person/1 room

Studio

14

2 people/1 room

Studio

2,480

7, 11 building female
/8, 9 building male

Room for Married

Studio

96 rooms

cooking can be done

2 people/1 room

Studio

101

Room for Married

Studio

34 rooms

1 person/1 room

Studio

95

2 people/1 room

Studio

352

Room for Disabled

Studio

4

2 people/1 room

Apartment

88

2 people/1 room

Studio

110

1 person/1 room

Studio

40

1st BTL Dormitory
(7~9, 11 building)
1st BTL Dormitory
(10 building)
2

Number

nd

BTL Dormitory
(12 building)

2nd BTL Dormitory
(13 building)

Baekhangsah
(including
2nd BTL Dormitory)

Remark

7 building female/8 building male
※ 7, 8 building is for the disabled

male
cooking can be done

Total

※ if fall short of number limit, accommodates
male student

female
room for disabled(female)
medical college dormitory
(Munhwa-dong Campus)

4,930

2. Requirement
◦The priority goes to some of the applicants who requested room for
dormitory during the application period
※ Limited to successful applicants who paid the dormitory fee

◦Rooms are randomly assigned
◦In case there is an applicant who gives up admission, there can be
supplement of successful applicants for dormitory who will be selected based
on gr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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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ormitory Fees
◦Refer to the dormitory web site for the 2018 dormitory fee
◦Except for residents living in rooms for married couples, buildings 12, 13 and
Baekhangsah, selecting at least one meal plan (type 1~4) is mandatory
※ 2 meals on weekdays(breakfast and dinner) are mandatory and you can buy meals
in the dormitory restaurant at lunchtime during weekdays. Meals are selective for
weekends.

4. Announcement of Successful Dormitory Applicants
◦Jul 24 (Tue) 14:00pm, 2018 scheduled, on dormitory web site
※ Please refer to the [학생생활관 입주자 유의사항] in dormitory homepage

◦Payment of Dormitory Fees: Jul 26 (Thu) ~ Jul 27 (Fri) 09:00~23:00, 2018
※ Payment can be done by using virtual payment account or by credit card(KEB
Hana Bank, Woori Bank, Sinhan Bank, Kookmin Bank)

5. Information
◦Inquiries about dormitory should be directed to +82-42-821-6181 or 6161
◦Facility check: CNU dormitory web site(http://dorm.cnu.ac.kr/) [생활관 살펴보기]

- 35 -

본 모집요강은 한글, 영어, 중국어로 작성되었으며,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한글로 작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The guideline for applicants has been prepared in Korean, English and
Chinese. If interpretational differences arise, the Korean version will have priority
over English and Chinese version.
本招生简章由韩语和汉语组成的，翻译上出现疑意时以韩语为准！

2018年後期
外国留学生本科招生简章

2018.

4.

Ⅰ. 录取日程
类别

日程
▪ 2018. 5. 2.(周三) 10:00 ~ 5. 30.(周三) 18:00 [韩国时间]
- 忠南大学校招生办网页(http://ipsi.cnu.ac.kr)

1

接收入学申请书
(网上接收)

- 报名费结算之后才正常接收申请书
- 不接收窗口和邮寄申请
- 24小时受理
- 报名费: 60,000韩元或60USD(包括网上报名手续费)
▪ 2018. 5. 3.(周四) 09:00 ~ 5. 31.(周四) 18:00 [韩国时间]
- 公休日除外

2

提交附加书面材料

- 网上报名之后邮寄或直接提交(不接收传真传送)
- 不接收截止日期之后寄出的材料
- 提交材料处: (邮)34134 大田广域市儒城区大学路99忠南大学大学本
部别馆（E7-1）208号入学处

忠南大学校
3

国际语言交流院主办的
韩国语能力考试

4

专业面试

▪ 2018. 5. 4.(周五) 18:30~20:20
- 忠南大学校国际交流院(E1-1) 101号, 506号
- 问疑及接收请参考P40
▪ 2018. 6. 14.(周四) 14:00~ [韩国时间]
- 在大学各学科指定场所 进行材料审查或面试考试
▪ 2018. 6. 28.(周四) 15:00 [韩国时间]

5

发表合格者名单

- 忠南大学校招生办网页(http://ipsi.cnu.ac.kr)
- 用本人考试号码及出生年月确认
- 不做个别通知
▪ 2018. 7. 10.(周二) ~ 7. 13.(周五)
- 打印学费通知书: 忠南大学校网页(大学生活→学生民愿服务→新入生

6

缴纳学费

学费通知书)
- HANA银行，农协或者WOORI银行的全国各分行银行营业时间内(09:00~
16:00)
- 详细的信息在公布合格者的时候确认“合格者注意事项”

7

标准入学合格书及通知签
证颁发认证号码

▪ 2018. 7月~8月中
- 忠南大学校国际交流本部
- 入学材料提交齐全者，已经交纳学费者，目前在国外的申请者

※ 所有日程都以韩国日期及时间为标准，在出现不得已的情况时，忠南大学校有变更日程的权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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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招生单位
类别

学院

人文学院

人文社会

社会科学学院
经商学院
农业生命科学学院

自然科学学院
新生
∙
插班生

工科学院
自然科学

农业生命科学学院

生活科学学院
生命系统科学学院
艺·体能

自然科学学院

招生单位
国语国文专业, 英语英文专业, 德语德文专业
法语法文专业, 中语中文专业, 日语日文专业, 汉文专业
史学专业, 国史专业, 哲学专业, 考古专业, 语言专业
社会专业, 文献信息专业, 心理专业, 行政专业
政治外交专业, 言论信息专业, 社会福利专业
经济专业, 经营专部, 贸易专业, 亚洲商业国际专业*
农业经济专业
数学专业, 信息统计学专业, 物理专业
天文宇宙科学专业, 化学专业, 生化专业
地质环境科学专业, 海洋环境科学专业
建筑专业(五年), 建筑工学专业, 土木工程专业
环境工学专业, 机械工学专业, 船舶海洋工学专业
机械电子工学专业, 航空宇宙工学专业, 新材料工学专业
电气工学专业, 电波情報通信工學专业
应用化学工學专业, 有机材料工学专业
植物资源专业, 园艺学专业, 环境资源工学专业
森林环境资源专业, 动物资源学专业, 应用生物学专业
生物环境化学专业, 食品工学专业
地域环境土木工学专业, 生命系统机械工学专业
服装专业, 食品营养专业**, 消费者专业
生物科学专业, 微生物分子生命科学专业
舞蹈

* 亚洲商业国际专业不招收大三插班
** 食品营养专业只接收新生入学
※ 未载入上栏的专业不招生

Ⅲ. 招生人数
入学人员数以外的招生单位内选拔接纳人员
※ 亚洲商业国际专业招收大二插班的人数为20名左右
※ 当忠南大学校判断报考人员未达到忠南大学校的要求标准时,将无视招生人数，一律不予选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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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报考人员注意事项
A. 校内志愿仅限填写一个招生单位，填写两个以上招生单位时，所有志愿均视无效。
B.

网上报名时，因填入事项的错误，遗漏，笔误而导致的不利后果由报考者本人负责，因
此请慎重填写，网上报名结束后，不能修改入学申请书的内容或者取消报名。

C. 报考人员在招生期间，一定要查看忠南大学招生网站（http://ipsi.cnu.ac.kr）发布的公示
及通知事项，如果因未查看公示及通知事项而产生任何不利后果，其责任归咎与报考人
员本人。
※ 各个学科专业修学能力评估，合格者公布等招生选拔相关事项不另行通知。

D.

如仅凭报名者提交的材料有无法确认的情况，需要追加确认所需材料。所需材料不足的
情况下，有可能取消报名资格。

E. 原则上报名费不返还, 报名者由于外界不可抗力的原因导致的有不能参加专业修学能力评
价面试的情况时必须提前申请告知，理由妥当并被肯定的情况下可以反还一部分的申请报
名手续费。
* 不可抗力原因包括: 天灾疾病，由于考生生病住院不能参加面试等
※ 由于报名者个人原因导致的单纯不能参加专业修学能力评价面试的情况，申请报名手续费一律不予反还。

F. 提交入学志愿时是预毕业者或者结业预定者（报名时是在校生的情况）的情况请将最终毕
业证或结业证书在2018. 8. 24.(周五)之前提交到入学处。如未能按时提交，将被取消合
格者资格。
G.

因申请入学时提交的材料及记录物都不予返还，事后公布不合格者也不能要求返还，所
以报名者应该慎重提交重要材料。

H.

提交的所有材料必须是原件，如不能提交原件的情况，必须取得复印件的原件代替确认
章（忠南大学入学处原件代替章）或者提交在相关公证处办理的翻译公证件原件。

I. 非韩语或英语的材料必须提交韩语或英语的翻译公证件原件。
J. 入学录取成绩一律不对外公开。
K. 入学期间同时注册两所以上大学的情况，则取消合格及入学。
L.

通过提交虚假材料及替考面试等不正当行为而被录取，经确认与事实不符的情况，或未
取得入境许可者，则取消合格及入学。

M. 新生在第一学期不可以休学。
N. 本招生简章中未明示的具体事项将遵守忠南大学校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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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申请资格

[必须符合A,B,C全部选项]

A. 父母均为外国人，持有外国国籍
※ 报名者在开始接受我国高中教育课程中相对应的教育课程前，父母与报名者必须取得外国国籍。
※

报名者必须提交本人及父母的国籍证明，证明本人与父母关系的书面材料，父母离婚或者死亡
的情况，须提交相关证明（含有亲权/抚养权的离婚证，死亡证明等）。

1. 新生入学: 在国内或国外高中毕业(或预定毕业)的学生和与此持有相同以上学历的人
2. 插班入学
◦二年级插班入学: 并在国内外四年制大学（预定）修完一年以上的教育课程后，取得规定
学分的学生或者国内外专科毕业（预定）者。
◦三年级插班入学: 并在国内外四年制大学（预定）修完两年以上的教育课程后，取得规定
学分的学生或者国内外专科毕业（预定）者。
B. 持有下列选项中任何语言成绩者
※ 报名亚洲商业国际学科的报名者必须满足‘2.’项的全部条件才可报名。

1. 一般韩国语能力考试(TOPIK)三级以上
2. TOEIC 700, TOEFL(PBT 530, CBT 197, iBT 71), TEPS 600, IELTS 5.5 以上
3. 通过忠南大学国际语言教育院自行举办的韩国语能力考试
◦考试日期: 2018. 5. 4.(周五) 18:30~20:20
◦考试场所: 忠南大学校语学院(E1-1) 101号, 506号
※ 根据报名人数的多少，考场将会有所变动并短信提醒

◦申请时间: 2018. 4. 16.(周一) ~ 2018. 4. 27.(周五) 12:00截止
◦咨询电话及报名: 忠南大学校语学院(E1-1)209号(☎+82-42-821-7095)
4. 有忠南大学校国际语言教育院韩国语规定课程4级以上授课证明书者
入学时提交韩国语能力考试（TOPIK）三级证或者通过忠南大学校语言教育院实施的韩国语能力考
试（三级水平）者，有忠南大学校国际语言教育院韩国语规定课程4级以上授课证明书者，在毕业
之前必需取得韩国语能力考试（TOPIK）四级以上，或者英语能力考试TOEIC 700, TOEFL（PBT 530,
CBT 197, iBT 71), TEPS 600, IELTS 5.5 以上的成绩才能毕业
※ 毕业时忠南大学校国际语言教育院举办的校内韩国语能力考试不予认证。
※ 有部分专业入学后，毕业时会要求提交韩国语能力考试证书(TOPIK)，合格后请向所属系办公室问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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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以下情况不具备申请资格
1. 持有包含韩国国籍在内的双重国籍者
2. 通过检定考试、家庭教育以及网上学习等获得学历的人
3. 毕业于韩国国内的外国人学校的韩国籍报考人员

Ⅵ. 提交资料
提交材料

1

[Form 1] 入学申请书

2

[Form 2] 自我介绍书

3

[Form 3] 修学计划书

4

语言能力证书

5

高中毕业(预定毕业)证书

6

高中全学年成绩证明书

7

大学毕业/结业（预定）证明书

8

大学全学年成绩单证书

备注
▪
▪
▪
▪

网上在线填写后打印
申请书上的英文名称必须与护照上的一致
證明照片1张附加
有韩国签证者必须注明“韩国国内居住”的字样，预定入学者如果
是没有有效签证并在国外的情况请明确表明外国住址并加上邮编
（将以备签证申请用）。

▪ 下载样式直接填写后提交
▪ 报名截止日之前提交有效的语言证书
▪ 参考40页
▪ 新生只有新生报名者提交
▪ 插班生只有插班生报名者提交
▪ 一定必须提交带有学分或学时的成绩证书

9

学历认证材料*

▪
▪
▪
▪

10

报考人员本人及
父母的身份证复印件

▪ 必须明确标记出报考者及父母的国籍情况
▪ 中国：居民身份证
▪ 中国外：没有身份证的情况，可提交护照复印件

11

报考人员与父母亲属关系认证
材料

关于国外学校的毕业证书及成绩单的相应学历认证(中国)
Apostille合约国的毕业预定者，毕业之后提交学历认证材料
韩国国内学校除外
必须在材料提交期限内提交

▪ 政府机关发行亲属关系证明书
▪ 中国：户口本，或者亲属关系证明书（与父母不在同一个户口本
的情况）
※ 申请受理之日起一年以内签发的材料

▪ 中国外：亲属关系证明书，出生证明书
12

护照复印件

13

外国人登录证正反面复印件

14

[Form 4] 留学经费负担誓约书

15

银行存款证明

▪ 只是韩国国内滞留者提交
▪ 财政担保人的$18,000美元以上银行存款证明或者韩国汇款，换钱证明
▪ 财政保证人必须是本人或父母
▪ 预定冻结期限: 2018. 9. 30为止
※ 若没有定期存款期限，须在材料受理申请期间领取证明书

16

在职证明或者企业营业执照

▪ 财政担保人的在职证明或者企业营业执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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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学历认证材料
◦中国: 中国高等教育学历认证报告1件
- 新入生: 会考成绩、高考成绩或者标记着毕业确认的认证书。在http://www.cdgdc.edu. cn网站上可以申请
- 插班生: 在http://www.chsi.com.cn网站上打印出查询结果报告书。(QR二维码及必须设定有效期为1年以上)
◦中国外: Apostille或领事认证
- Apostille: 针对在海外学校里取得的各种证书，并且学校是所属Apostille认证的学校的情况，向在所在国
里指定的政府机关进行申请并且颁发认证证书。
※ 申请机关: 该国政府指定的机构(韩国情况在外交通商部)
各国的Apostille有关机构的信息请参考 [www.hcch.net - Apostille Section]

- 领事确认: 提交从驻在国在外公馆或驻韩自国公馆取得的领事认证
※ Apostille合约国之间不能进行领事认证

Ⅶ. 专业学习能力评价
根据报名者提交的材料，综合评价报名者的学术研究态度、素养、专业修学能力和专业素养
A. 日期: 2018. 6. 14.(周四) 14:00~
※ 根据不同学科的规定，场所会有所变动。后期个别通知。

B. 准备物品 : 准考证, 身份证
※ 报名者须携带能证明本人身份的准考证及身份证，并在考官确认时出示，未报名者不得入考场
※ 报名者须在面试前30分钟达到指定场所

C. 录取因素
评估项目

评分

备注

100分

反映面试官两名的平均面试分数

招生学科

入取方法

评价方法*

所有招生学科
(以下招生单位除外)

面试或材料审查

国内居住者: 面试
海外居住者: 书面评价

面试考试

国内居住者: 面试
海外居住者: 电话面试

学习意志及积极性
专业学习能力的评估
态度及素养

D. 选拔方法

社会福利学科
船舶海洋工程学科
应用生物学科
* 报名时，如果持有有效签证，被视为国内居住者，国内居住报名者因未参加面试而导致的不利后果，由报名
者本人负责。
※ 舞蹈专业预定实施专业评价中包括实际考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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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选拔方法: 专业面试修学评价委员2人(各满分100分)各人专业学习能力评价平均分数60分
以上者，认定合格。
F. 不合格标准
1. 专业学习能力评价平均分数未满60分者
2. 面对面或电话中面试缺席
3. 未提交材料者
4. 未达到申请资格者

Ⅷ. 录取名单公示
A. 时间: 2018. 6. 28.(周四) 15:00 预定
B. 场所: 忠南大学校招生办网页（http://ipsi.cnu.ac.kr）
※ 不予个别通知。

C. 注意事项
1. 最终合格者必须在规定的缴纳时间内缴纳入学金，未缴纳者将被取消合格者资格。
2.

Apostille合约国的毕业预定者，毕业后必须提交学历认证材料，如果没有特殊事由，在指定的
日期内不予提交的话，则取消入学资格。

※ 报名时已提交学历认证材料的情况，免交相应材料。

3. 合格者须严格遵守忠南大学校招生办网页上公告的“合格者注意事项”，以免产生被取消
录取资格等不利后果。

Ⅸ. 缴纳学费
A. 时间: 2018. 7. 10.(周二) ~ 7. 13.(周五)
B. 登入金支付通知书: 2018. 7. 6.(周五)开始打印
1. 忠南大学校网站(http://plus.cnu.ac.kr) → 大学生活 → 学生民愿服务 → 新生登入金
支付通知书
2. 学费通知书上显示 “0”元（第一学期全额奖学金）的入学合格者也要到所规定支付银行
窗口进行打印提交盖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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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支付方法
区别

具体内容
▪ 去银行窗口支付: 去韩亚银行，友利银行，农协银行 全国支行访问支付

韩国国内支付时

▪ 假想帐号支付: 通过全国所有银行(转帐，网银，手机，CD/ATM 等 使用)
向忠南大学为报名者以自己的名义开通的银行转账号码里转账
※ 不必以报名者本人的名义进行转账。

▪ 给忠南大学转帐号码转帐
※ 转帐号码向当事者个别通知。

▪ 国际间转账时必须以本人名义转账，转账成功后请填写下列表格，并且将此表格
发送给邮箱openforeign@cnu.ac.kr
课程

非在韩国国内支付时

学科

英文姓名

支付日期

支付者姓名

新生/插班生

▪ 汇率标准 KRW1,000=USD1
▪ 两国银行间手续费（USD100）另外支付
▪ 在海外（本国国内）支付后如有剩余的金额将予以返还

D. 关于分期支付 (只针对在韩国国内申请的申请者)
1. 由于经济问题无法全额支付的学生可以申请
2. 1期: 讲课费1期分
3. 2期: 所属学院所对应的讲课费余额
4. 有关分期支付的具体申请时间和事项之后确定后通知
E. 入学金通知

[咨询: 财务科 ☎+82-42-821-5133]

系别

招生单位

人文学院

全招生单位

1,819,000

社会科学学院

全招生单位

1,819,000

数学专业

2,017,500

舞蹈专业

2,513,000

其他招生单位

2,209,000

经商学院

全招生单位

1,807,500

工科学院

全招生单位

2,572,000

农业经济专业

1,819,000

其他招生单位

2,193,500

生活科学学院

全招生单位

2,193,500

生命系统科学学院

全招生单位

2,193,500

自然科学学院

农业生命科学学院

※ 以上金额以2018年度为标准，可能会有变更

- 44 -

登入金额(讲课费)

Ⅹ. 标准入学许可书及通知签证颁发认证号码
A. 时间: 2018. 7月~8月中
B. 场所: 忠南大学校国际交流本部
C. 签发对象: 海外滞留者在申请签证时，需要提交标准入学许可书的学生
※ 国内滞留合格者除外，请在入学志愿书地址一栏上标记明确自己是海外(非韩国国内)滞留申请者。

D. 发表顺序
合格者发表
☟
支付登入金
☟

☟

韩国滞留者(持有签证者)

韩国外滞留者(需申请签证的人)

在国际交流本部进行签证变更及延长申请

标准入学许可书及邀请函认证号码合格者将以发送

(标准入学许可书不可以直接到国际交流中心领取)

邮件的形式寄送

☟

☟
在本国的韩国大使馆领取证书颁发认证号码并进
行提交申请签发学生签证(D-2)

签证处理结束后在国际交流本部领取外国人登入证

☟
在国际交流中心申请外国人登证
(入境后90天以内截止办理)

E. 咨询方式
1. 电话: ☎+82-42-821-8822(中国), ☎+82-42-821-8824(中国以外)
2. e-mail: yena121104@gmail.com(中国), hyunminkim@cnu.ac.kr(中国以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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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参考资料
A. 奖学金制度
※ 根据奖学金的给予体系在选拔标准，人员，支付明细等方面会出现变动。

1. 校内奖学金

[咨询: 学生科 ☎+82-42-821-5081]

奖学名

选拔条件

选拔人员
满足选拔条件

新入·插班生: 入学成绩优秀的外国人留学生
外国人(本科)

以上的外国人留学生

满足选拔条件

部分学费(C级)

人员

※ 除外以开课日为准，持有韩国国籍的学生

在读生: 前一学期的GPA为3.25以上并修满15学分
以上的学生中成绩优秀者

满足选拔条件

全部学费

人员的前4%

在读生: 前一学期的GPA为2.25以上并修满15学分

鼓励

部分学费(C级)

人员的前30%

在读生: 前一学期的GPA为2.25以上并修满15学分

成绩优秀

奖学金额

以上的外国人留学生

满足选拔条件

部分学费(C级)

人员的前20%

※ 部分学费C级奖学金: 以2014学年为准，相当于授课费的数额

2. 地方先导大学奖学金
奖学金名

[咨询: 国际交流科 ☎+82-42-821-8077]
选拔标准

选拔人员

新生及在校生: TOPIK4级以上取得者

地方先导大学

TOPIK 4级

※ 基本条件：在奖学金申请期间完成提交TOPIK4级以上证书
和医疗保险加入证明书的学生。

TOPIK奖学金

奖学金额

以上颁发
地方先导大学事

在读生: 前一学期的GPA为2.5以上并修满15学分以上的
地方先导大学

业预算范围内

学生中成绩优秀者

成绩优秀奖学金

根据GPA成绩
，奖学金金额

※ 基本条件：在奖学金申请期间完成提交TOPIK4级以上证书

有所不同。

和医疗保险加入证明书的学生。

※ 获得地域先导大学培养事业的经费支援进行此项事业时方可支付

3. 国际语言教育中心奖学金
奖学金名
本科升学
鼓励奖学金

[咨询: 国际语言教育院 ☎+82-42-821-7095]
选拔标准

选拔人员

奖学金额

满足条件者

五十万韩元

新入生: 忠南大学韩国语正规课程4学期以上修完课程者中，学
部入学之前的2个学期的结业者
※ 开课3~4周后打入学生指定的帐户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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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外国人留学生办保险事项
1. 外国人留学生办保险事项
◦保险加入义务: 依据韩国政府的方针,所有的外国留学生入学及在校期间必须加入保险。
◦「忠南大学外国人留学生保险」或 「国民健康保险」中二选一
2. 2018年后期「忠南大学外国人留学生保险」加入指南
◦保险申请及缴费时间: 2018. 9月中
◦在保险报名网上申请报名后, 学生个人缴纳保险金
◦保险费用: 约 15万元韩币(会有所变动)/1年
※ 根据个人年龄及性别的不同保险费用会有所变动并进行个别计算

◦保险有效期: 2018. 9. 1. ~ 2019. 8. 31.[一年期]
◦对于更详细事项日后将针对合格者进行专门通知
C. 主要学事制度
1. 第二专业制度

[咨询: 教务科 ☎+82-42-821-5022]

学生可以在确定主专业后（第一学年末）按本人的志愿同时选读其他专业。
[药学部，护理学科和兽医学科大学的各个专业及自然科学大学的兽医预科，工科大学
的建筑学专业（5年制），艺术大学的绘画专业、雕塑专业、产业美术专业、管弦乐专
业，生活科学大学的食品营养专业不可读第二专业，第二专业受限专业的学生不能选
择第二专业。]
2. 转系制度

[咨询: 学士支援科 ☎+82-42-821-5032]

2年级以上学生可以转到同级的其他专业，但只允许一次（插班生除外）.

转系方法由

招收单位另行制定。（但可能由于专业或学问的特点而受到一定的限制)
3. 按照个人能力获取学分

[咨询: 学士支援科 ☎+82-42-821-5032, 5042]

可以根据个人的能力，每学期多修取3~6学分，提前达到毕业学分标准，在三年或者三
年六个月内毕业。
D. 学生生活馆

[咨询: 学生生活馆 ☎+82-42-821-6181]

※ 以下照片与实物会有一定差别。

1. 规模
◦单间公寓：中间为走廊，走廊两侧为宿舍，宿舍内配有独立的洗手间，盥洗室。
◦走廊型：共用走廊及洗手间，盥洗室。
◦公寓型：6人共用一个客厅和阳台的公寓式形态，12人共同使用洗手间，盥洗室。
◦已婚者宿舍(单间公寓)：已婚夫妇使用的单间公寓式构造，完备洗手间，浴室，烹调设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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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形式

特征

定员

备注

1, 6栋

二人一室

公寓型

686名

1栋 男 / 6栋 女

2, 3栋

二人一室

单间公寓

496名

2栋 女 / 3栋 男

4栋

二人一室

走廊型

195名

男

5栋

二人一室

公寓型

91名

女

House)

三人一室

单间公寓

48名

男

1次BTL生活馆

一人一室

单间公寓

14名

7栋女残疾人室／8栋男残疾人室

(7~9, 11栋)

二人一室

单间公寓

2,480名

已婚者宿舍

单间公寓

96室

二人一室

单间公寓

101名

已婚者宿舍

单间公寓

34室

一人一室

单间公寓

95名

二人一室

单间公寓

352名

残疾人客房

单间公寓

4名

二人一室

公寓型

88名

二人一室

单间公寓

110名

一人一室

单间公寓

40名

(International

1次BTL生活馆
(10栋)
2次BTL生活馆
(12栋)

2次BTL生活馆
(13栋)

百行舍
(2次BTL生活馆包括)

总计

7, 11栋女／8, 9栋男
可以烹调(已婚夫妇在校生)
男
可以烹调(已婚夫妇在校生)
※ 已婚申请者房间未申请满时由一般男学生充当

女
女残疾人客房

医科大学生活馆(文化洞校区)

4,930名

2. 入室资格
◦确定为忠南大学校学生并且希望入住的学生优先选拔（已婚者宿舍除外）
※ 但只有在生活馆发布合格名单后，并缴纳了生活馆费用登记程序的合格者给予

◦入室资格，从二年级开始，以前一学期的成绩排名来选拔
◦满员合格者的情况会根据入学放弃者的情况进行顺序排定
3. 宿舍费
◦2018年度的生活馆费请参考学生生活馆网页
◦除已婚者宿舍，第2批BTL生活馆，百行舍以外一般宿舍的用餐形式为义务式(4种中选1)
※ 平日早餐和晚餐属义务餐(午饭自费), 周末是选择餐

4. 合格者发表日
◦2018. 7. 24.(周二) 下午两点预定发表, 请参考学生生活馆网页
※ 在学生生活馆网页上阅读生活管合格者注意事项后递交准备材料

◦宿舍费缴纳（预定）日: 2018. 7. 26.(周四) ~ 7. 27.(周五) 09:00~23:00
※ 个人模拟账户或者信用卡(韩亚，友利，新韩，国民)支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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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咨询处
◦生活指导室: ☎+82-42-821-6181, 6161(与缴纳相关)
◦有关内容请参照: 网址(http://dorm.cnu.ac.kr/) [查看生活馆] 参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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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1]

2018학년도 후기 학부 외국인전형 입학 지원서
Application Form for International Students Admission (Fall, 2018)
수험번호
Application No.
한글/Korean

성명
Name
거주
Residence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영문/English
Out of
Korea

성별/Sex

Alien
Registration No.
□ 남/Male
□ 여/Female

국적/Nationality
전화번호/Phone
주소/Mailing Address
(Home or in Korea)
보호자/Guardian

지원구분
Application Category
지원자격
Qualifications
지원 모집단위(학과)
Desired Major

Visa
Status

기숙사 신청
Dormitory

교육과정
Level of Education

사진/Photo
(3×4cm)

여권번호
Passport No.
이메일/E-mail
휴대폰/Mobile

성명/Name

휴대폰/Mobile

지원정보/Application Information
□ 신입학/Freshman
□ 2학년 편입학/Sophomore Transfer
□ 3학년 편입학/Junior Transfer
□ 본인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Foreigner whose parents are also foreigners
대학/college

학과/department

한국어능력
언어능력
Korean/English
Proficiency Level

Visa
Validity

□ TOPIK 급
□ 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능력인정시험 급
□ 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정규과정 단계
□ Yes

□
□
□
□

영어능력
TOEIC
점
TOEFL(PBT 점, CBT 점, iBT
TEPS
점
IELTS
점

점)

□ No

학력기록(연대순으로 작성)
Educational Background(Please write chronologically)
학교 이름
나라(도시)
학습기간/Period of Education
Name of School
Country(City)
~
~
~

상기 입학원서 및 제출하는 서류의 모든 내용은 사실이며, 추후 본 서류에서 허위 또는 잘못 기재된 사실이 있
을 경우에는 귀교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I affirm that the information I have provided on this application, including personal statements and any
other information, is complete and accurate and is my own work. I understand that submission of
incomplete or inaccurate information is sufficient cause for revocation of admission or enrollment.
날짜/Date:

(yyyy-mm-dd)

지원자 성명/Name of Applicant:

충남대학교 총장 귀하
To the President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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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Signature)

[Form 2]

자기소개서(Personal Statement)
※ 반드시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Fill out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영문 성명[English name(same in your passport)]

1. 성장배경: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경험·좌절·고난을 극복한 과정을 기술하시오.
Background: Describe your background including difficult experiences or hardship
you went through with some explanations on how you overcame
those crisis.

2. 관심분야: 지원한 전공과 관련하여 관심과 적성을 보였던 분야 혹은 성취를 이루었
던 분야와 그에 대한 동기를 기술하시오.
Interested Field: Describe your interest, aptitudes, and accomplishment in relation
to your selected major and discuss how these experiences
motivated you.

- 51 -

[Form 3]

수학계획서(Study Plan)
※ 반드시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Fill out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영문 성명[English name(same in your passport)]

1. 충남대학교를 선택한 이유와 전공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술하시오.
Describe a reason why you chos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d the process
how you chose the major.

2. 입학 후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학업목표를 설명하고 그와 관련하여 졸업 후 진로
를 자세하게 기술하시오.
Describe your study objectives upon your admission and your future plan after
graduation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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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4]

유학경비부담서약서(Affidavit of Financial Support)
지원자/Applicant
성명/Name

성별/Sex

생년월일/Date of Birth

국적/Nationality

귀하의 유학경비를 부담할 개인이나 기관명을 쓰시오.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sponsor who will provide all the funds during
applicant’s studies)
▫개인 또는 기관명(Name of Sponsor):
▫관계(Relationship with the Applicant):
▫직업(Occupation):
▫주소(Address):
▫전화번호(Phone Number):
본인은 상기 지원자의 유학기간 중 일체의 경비 부담을 보증합니다.
(I guarantee to bear all the costs for the applicant’s study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날짜(Date):

(yyyy.mm.dd)

보증인 이름(Name of the Guarantor):
서명(Signature):

충남대학교 총장 귀하
To the President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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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5]

수험표(Application Ticket)
2018학년도 후기(Fall, 2018)
수험번호/Application No.
이름/Name
지원학과/Department
□ 신입학/Freshman

지원구분/
Application Category
지원자격/
Qualification

□ 2학년 편입학/Sophomore Transfer
□ 3학년 편입학/Junior Transfer
□ 본인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Foreigner whose parents are also foreigners

사진/Photo
(3×4c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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