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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원자 유의사항

1. 입학전형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개별 통보하지 않고 충남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므로 지원자는 전형기간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2. 연락처(전화)의 오기·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충남대학교 입학과(☎1644-8433 내선ƒ번)로 연락하여 변경사항을 알려야 함

3. 지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실시하며 전형료 결제가 완료된 후에는 원서 작성 내용의 수정·취소 

또는 전형·모집단위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함

4. 지원자의 인터넷 지원서 접수가 완료된 경우 입학전형과 관련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며,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입학전형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제공되지 않음

5. 고사 당일 수험생은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학생증 제외) 및 수험표를 항시 휴대하여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소지하지 않은 자는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음

6.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낮아 충남대학교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지원

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한 경우라도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7.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하지 않고 충남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ipsi.cnu.ac.kr /html/uadm/)를 

통해 공지하므로 지원자 본인이 직접 합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단, 2차 충원 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8. 입학전형 성적은 일절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지원서 접수 시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9. 졸업(수료)예정자 자격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2023. 2. 24.(금) 12:00까지 졸업(수료)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졸업(수료)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합격을 취소함

10.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 절차를 거쳐 본인의 등록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미등록자로 처리하여 합격을 취소함

11. 입학전형 서류의 위·변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12. 합격자에 대하여 추후 학력 조회를 실시하며, 학력 조회 결과 편입학 자격 미달자로 확인이 

될 경우 재학 중이라도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함

13. 충남대학교는 이중 학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합격자 중 타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자는 

충남대학교 입학 전 전적대학의 학적을 정리(자퇴)해야 함

14. 편입학한 후 전적대학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정하며, 

전적대학의 학점 인정 정도에 따라 졸업소요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15.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및 모집요강 상 기재된 내용과 구두·전화 등을 통해 인지한 내용이 

상이할 경우 홈페이지 및 모집요강 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처리함

16. 장애로 인하여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는 원서접수 시 입학과로 문의하기 바람

17.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남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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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학본부로 문의하기 바람
충남대학교 입학본부 ☎1644-8433 내선 ƒ번, http://ipsi.cnu.ac.kr/html/uadm

Ⅱ.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입학지원서 인터넷 접수
▪ 2022. 12. 13.(화) 09:00 ~ 2022. 12. 15.(목) 18:00
 ▸ 충남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 http://ipsi.cnu.ac.kr/html/uadm
 ▸ 진학어플라이 홈페이지 ≫ http://www.jinhakapply.com

지원서류 제출

▪ 2022. 12. 13.(화) 09:00 ~ 2022. 12. 19.(월) 18:00
 ▸ 원서접수 완료 후 “우편 봉투용 표지”를 출력하여 전형유형별 제출서류

(12쪽 제출서류 참조)를 동봉한 후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처: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별관(E7-1) 209호 입학과 편입학 담당
  ※ 등기우편의 경우 2022. 12. 19.(월)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제출서류 도착 확인

▪ 2022. 12. 20.(화) ~
 ▸ 충남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 http://ipsi.cnu.ac.kr/html/uadm 
 ▸ 진학어플라이 홈페이지 ≫ http://www.jinhakapply.com
 ▸ 우편 접수자의 경우 반드시 확인 요망

전 모집단위
(관현악과, 
수의학과 
제외)

1단계 합격자 
발표

▪ 2023. 1. 11.(수) 15:00~
 ▸ 충남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 http://ipsi.cnu.ac.kr/html/uadm
  ※ 개별 통보하지 않음

필답고사 ▪ 2023. 1. 26.(목) 09:00~
 ▸ 고사장 및 시간은 추후 입학정보 홈페이지에 공지함
  ※ 개별 통보하지 않음

 ▸ 필답고사 ⇒ 한문학과, 생물환경화학과, 식품공학과, 수의학과, 수학교육과에 한함
 ▸ 실기고사 ⇒ 컴퓨터융합학부, 인공지능학과, 예술대학 전 모집단위 및 무용학과에 한함
 ▸ 면접고사는 전 모집단위 공통
 ▸ 수험표 및 신분증(학생증 제외) 지참

실기고사

면접고사

관현악과

1단계 합격자 
발표

▪ 2023. 1. 11.(수) 15:00~
 ▸ 충남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 http://ipsi.cnu.ac.kr/html/uadm
  ※ 개별 통보하지 않음

실기고사 ▪ 2023. 1. 19.(목) 09:00~
 ▸ 고사장 및 시간은 추후 입학정보 홈페이지에 공지함
  ※ 개별 통보하지 않음

 ▸ 수험표 및 신분증(학생증 제외) 지참면접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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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정

수의학과

1단계 합격자 
발표

▪ 2023. 1. 11.(수) 15:00~
 ▸ 충남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 http://ipsi.cnu.ac.kr/html/uadm
  ※ 개별 통보하지 않음

필답고사

▪ 2023. 1. 18.(수) 09:00~
 ▸ 고사장 및 시간은 추후 입학정보 홈페이지에 공지함
  ※ 개별 통보하지 않음

 ▸ 수험표 및 신분증(학생증 제외) 지참

2단계 합격자 
발표

▪ 2023. 1. 20.(금) 15:00~
 ▸ 충남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 http://ipsi.cnu.ac.kr/html/uadm
  ※ 개별 통보하지 않음

면접고사

▪ 2023. 1. 26.(목) 09:00~
 ▸ 고사장 및 시간은 추후 입학정보 홈페이지에 공지함
  ※ 개별 통보하지 않음

 ▸ 수험표 및 신분증(학생증 제외) 지참

최초합격자 발표
▪ 2023. 2. 8.(수) 11:00~
 ▸ 충남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 http://ipsi.cnu.ac.kr/html/uadm
  ※ 개별 통보하지 않음

최초합격자 등록

▪ 2023. 2. 9.(목) ~ 2. 10.(금)
 ▸ 하나은행, 우리은행 전국 지점 은행영업시간(10:00~16:00) 이내
 ▸ 은행 창구,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인터넷뱅킹, 폰뱅킹), 가상계좌 이용 

또는 신용카드* 이용 납부

  * 하나은행, 우리은행 발행 카드에 한함

1차 충원합격자 발표
▪ 2023. 2. 15.(수) 11:00~
 ▸ 충남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 http://ipsi.cnu.ac.kr/html/uadm
  ※ 개별 통보하지 않음

1차 충원합격자 등록

▪ 2023. 2. 16.(목)
 ▸ 하나은행 전국 지점 은행영업시간(10:00~16:00) 이내
 ▸ 은행 창구,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인터넷뱅킹, 폰뱅킹), 가상계좌 이용 

또는 신용카드* 이용 납부

  * 하나은행 발행 카드에 한함

2차 충원합격자 발표
▪ 2023. 2. 16.(목) 21:00까지
 ▸ 전화 개별 통보

2차 충원합격자 등록

▪ 2023. 2. 17.(금)
 ▸ 하나은행 전국 지점 은행영업시간(10:00~16:00) 이내
 ▸ 은행 창구,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인터넷뱅킹, 폰뱅킹), 가상계좌 이용 

또는 신용카드* 이용 납부

  * 하나은행 발행 카드에 한함

최종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대상자에 한함)

▪ 성적증명서: 합격자 발표일 ~ 2023. 2. 17.(금)까지
 ▸ 대상자: 2022학년도 제2학기 성적 미제출자
▪ 졸업(수료) 증명서: 2023. 2. 24.(금) 12시까지
 ▸ 대상자: 졸업(수료)예정자 자격으로 지원한 자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합격을 취소함

※ 상기 일정은 학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충남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에 즉시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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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집인원

단과
대학

모집단위
정원 내 정원 외

일반 학사 농어촌지역 특성화고교 산업체재직자* 연계학생**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과 3 1

영어영문학과 6 2

독어독문학과 3 1

불어불문학과 6 1

중어중문학과 6 1

일어일문학과 2 - 1

한문학과 4 -

언어학과 1 -

국사학과 6 -

사학과 2 1

고고학과 4 -

철학과 6 1

사회
과학
대학

사회학과 - 1

문헌정보학과 2 -

심리학과 1 1

언론정보학과 7 1 1

사회복지학과 2 - 1

정치외교학과 3 1 1

행정학부 15 3

자연
과학
대학

수학과 11 2

정보통계학과 5 1

물리학과 9 2

천문우주과학과 8 1

화학과 9 2

생화학과 7 1

지질환경과학과 7 1

해양환경과학과 4 1

스포츠과학과 6 1

무용학과

현대무용 1

-발레 1

한국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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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대학

모집단위
정원 내 정원 외

일반 학사 농어촌지역 특성화고교 산업체재직자* 연계학생**

경상
대학

경제학과 6 2

경영학부 21 9

무역학과 3 1

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 - -

공과
대학

건축학과 (5) 7 1

토목공학과 8 1

환경공학과 5 1

기계공학부 20 4 3

메카트로닉스공학과 2 1 2

항공우주공학과 9 1

전기공학과 6 1 4

전자공학과 10 2 1

전파정보통신공학과 4 2

컴퓨터융합학부 3 2 2

신소재공학과 9 3

유기재료공학과 15 3

응용화학공학과 17 3 2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9 1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 8 1

인공지능학과 3 1

농업
생명
과학
대학

식물자원학과 1 1

원예학과 5 1

산림환경자원학과 4 1 1

환경소재공학과 8 -

동물자원과학부 10 2

응용생물학과 5 1

생물환경화학과 3 1 1

식품공학과 9 1

지역환경토목학과 7 1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5 1

농업경제학과 2 1

생활
과학
대학

의류학과 7 1 1

식품영양학과 4 1

소비자학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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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탁생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단과
대학

모집단위
정원 내 정원 외

일반 학사 농어촌지역 특성화고교 산업체재직자* 연계학생**

예술
대학

음악과

 성악 -

1 작곡 -

 피아노 1

관현악과
 관악

3 1
 현악

회화과
 한국화 1

1
 서양화 3

조소과 1 -

디자인
창의학과

도자‧섬유디자인 2
1

시각‧제품디자인 2

수의과
대학

수의학과 - 2

사범
대학

국어교육과 1 -

영어교육과 2 -

수학교육과 2 -

교육학과 - -

체육교육과 - -

건설공학교육과 1 -

기계공학교육과 3 - 1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4 -

화학공학교육과 2 -

기술교육과 - -

간호
대학

간호학과*** 11 3

생명
시스템
과학
대학

생물과학과 14 1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5 1

생명정보융합학과 3 1

자유
전공
학부

인문·사회과학전공 1 -

리더십과조직과학전공(주간) - - 1

리더십과조직과학전공(야간) - - 3

공공안전학전공 7 -

계 454명 71명**** 6명 3명 3명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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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성화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산업체 재직자 편입학: 특성화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산업체 재직자만 지원 가능하며, 야간반으로 운영됨

  ** 대학과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학생 편입학: 대학과 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과정협약 

승인이 이루어진 학과에 대하여 선발

모집단위(충남대학교) 연계학과(대덕대학교) 연계교육 적용시기

기계공학부(3명) <-------> 총포광학과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메카트로닉스공학과(2명) <------->

방공정보통신부사관과(21학년도)

방공무기부사관과(22학년도)

응용화학공학과(2명) <------->
국방탄약과

국방군사학과(23학년도)

컴퓨터융합학부(2명) <------->
컴퓨터정보학과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23학년도)

전기공학과(4명) <------->

전기전자과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전기과

전기공학과(22학년도)

사회복지학과(1명) <-------> 사회복지과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 각 학년도 이후 대덕대학교에 입학하여 연계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함

  ※ 전형요소별 배점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됨(14쪽 전형요소 참조)

  *** 간호학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평가인증을 획득하였음

 **** 학사편입학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모집가능 최대인원(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이며, 

최종 합격자는 2021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2%(71명) 범위 내에서 선발하므로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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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원자격

1. 편입학 학년: 3학년 1학기(단, 수의학과는 1학년 1학기)

2. 지원자격

공통 지원자격

TOEIC 381점 또는 New TEPS 163점 또는 TOEFL iBT 36점 이상 소지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3개월 이내(2021. 1. 16. ~ 2022. 12. 15.) 취득한 정기시험 성적으로 반영하며, 

반드시 서류제출 마감일 전까지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함

  ※ 공인영어성적 미반영 학과(예술대학 전 모집단위 및 무용학과)는 제외함

 가. 일반편입학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전적대학의 전공(학과)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함

   1)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산업대 및 방송통신대 포함)에서 2학년 이상 수료*(2023년 2월 말까지 

수료예정자 포함)한 자

    ※ 외국 대학 출신자의 경우 한국의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정규대학의 2학년(4학기) 이상

수료(2023년 2월 말까지 수료예정자 포함)자로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이상을 취득(예정)해야 함.

   2) 전문대학 졸업(2023년 2월 말까지 졸업예정자 포함)자 및 기타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년제 전문대학에서 2년을 이수하였을 경우는 지원 불가

    ※ 외국 대학 출신자의 경우 한국의 전문학사에 준하는 전문학사 취득자에 한함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라 교육부가 지정한 85개 전문대학 간호학과[부록 2. 학사학위

(4년제)과정 간호과 지정 전문대학 현황]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 이상 

수료(2023년 2월 말까지 수료예정자 포함)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2023년 

2월 말까지 취득예정자 포함)자 또는 동법에 의한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취득 학점이 80

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한 경우 120학점) 이상인 자

   5) 상급학위과정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 학교(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학년 이상을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 수료 : 출신 대학에서 규정하는 2학년 이상 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하며 지원 시 각 대학의 2학년 이상 수료 여부를 본인이 확인하여 지원하기 

바람(충남대학교에서 정하는 별도의 학점 취득 요건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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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학사편입학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산업대 및 방송통신대 포함)에서 학사학위를 취득(2023년 2월 말까지 

취득예정자 포함)한 자 및 기타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전적

대학의 전공(학과)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함

   ※ 외국 대학 출신자의 경우 한국의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정규대학 졸업자에 한함

 다. 농어촌지역 학생 편입학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 전적대학 신입학 당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정원 외)으로 

입학하여 입학확인서[서식 2] 제출이 가능한 자

 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편입학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 전적대학 신입학 당시 특성화고교 출신자전형(정원 외)으로 

입학하여 입학확인서[서식 2] 제출이 가능한 자

 마. 특성화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산업체 재직자 편입학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 아래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해당자로 특성화고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며, 2023년 3월 1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함

   2) 전적대학 신입학 당시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정원 외)으로 입학하여 입학확인서[서식 2] 

제출이 가능한 자

 바. 대학과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학생 편입학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9호에 의거하여, 충남대학교와 사전 연계교육과정 협약을 

체결한 전문대학 졸업(2023년 2월 말까지 졸업예정자 포함)자로 해당 학과에 연계 교육적용시기 

이후에 입학하여 연계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 지원자격 제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각 전형에 복수(중복) 지원하거나, 2개 이상의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2) 전적(출신) 대학에서 징계로 제적된 자

   3)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충남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인 자(제적생 및 졸업(예정)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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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입학지원서 인터넷 접수

1. 인터넷 접수 절차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http://ipsi.cnu.ac.kr/html/uadm 또는

http://www.jinhakapply.com)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기존에 회원가입을 한 경우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곧바로 로그인
☞

모집요강 및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 숙지

☟

전형료 결제
[일반(수의학과 포함) 50,000원, 
예체능계 70,000원 수수료 포함]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등)

☜
입력사항 정확히

입력 후 확인
☜

입학지원서 작성 및 
사진파일(컬러) 첨부

☟

접수 확인 및 수험표 등 출력 ☞
서류 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
☞ 완료

지원서 접수 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기 바람
㈜진학어플라이 ☎1544-7715, apply@jinhakapply.com 

2. 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각 전형에 복수(중복)지원할 수 없고, 1개의 모집단위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합격 처리함

 나. 인터넷 접수 완료 후에는 원서작성 내용의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전형료 

결제 전 모든 내용을 반드시 확인·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다. 원서접수 마감 기한인 2022. 12. 15.(목) 18:00 이후에는 인터넷 접속이 불가함

 라. 원서접수 완료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전공시험(필답고사,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 시 

반드시 신분증(학생증 제외)과 함께 지참하여야 함

 마. 지원 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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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전형료

원서접수 시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입력 오류 시 환불이 지연될 수 있음

1. 전형료 내역

구분 1단계 전형료 2단계 전형료 3단계 전형료 합계

일반(수의학과 제외) 45,000 5,000 - 50,000

수의학과 40,000 5,000 5,000 50,000

예체능계 45,000 25,000 - 70,000

 ※ 원서접수 수수료 포함

 ※ 전형료 결제 후에는 접수 취소가 불가능함

2. 전형료 환불 및 면제사항[서식4]

 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포함)가 해당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등)를 2022. 12. 22.(목) 18:00까지 

제출한 경우 지원자에게 전형료를 환불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환불하지 않음

 나. 대학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지원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형료를 전액 환불함

 다.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여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전형료를 전액 환불함

 라. 1단계 전형에서 불합격한 경우 2단계 전형료는 환불함

  ※ 수의학과의 경우, 2단계 전형에서 불합격한 경우 3단계 전형료를 환불함

  ※ 지원자가 개인적인 사정 등에 의해 전형에 결시(미응시)한 경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마. 객관적인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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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제출서류

1. 전형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입학지원서 1부
  ※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시 사진을 업로드하지 않은 자는 

사진 1매를 지원서에 별도로 부착하여 제반서류와 함께 제출

▪ 전 학년 성적증명서
  ※ 전적(출신)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전 학년 성적의 백분율 

환산점수(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가 기재되어야 함
  ※ 서류접수 기간 내 2022학년도 제2학기 성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학기 성적까지 반영
     [최종 합격 시 2022학년도 제2학기 성적을 반영한 최종 성적증명서 제출(3쪽 전형일정 참조)]

▪ 공인영어성적증명서
 ▸ 반드시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성적표가 발행되어야 함
 ▸ TOEFL 성적 제출자의 경우 성적표 상단에 ETS사이트 사용자 이름(User Name)과 비밀번호

(Password)를 기재하여 제출해야함 (ETS사이트　http://toefl-registration.ets.org/TOEFLWeb/)
  ※ 공인영어성적 미반영 학과(예술대학 전 모집단위 및 무용학과)는 제외함

일반편입학

▪ 졸업/수료(예정)증명서 1부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전문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 4년제 정규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자: 수료(예정)증명서
 ▸ 학점은행제 일반학사: 학점인정증명서
  ※ 졸업(수료)예정자 자격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최종합격 시 졸업(수료)증명서를 반드시 

제출(3쪽 전형일정 참조)
  ※ 일반편입학 지원 시 수료예정증명서 미발급 대학(국내) 출신자 제출서류
    1) 2023학년도 편입학전형 졸업(수료)예정 확인서[서식1]
    2) 2학년 재학증명서 1부.

학사편입학
▪ 졸업/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 4년제 정규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 학점은행제 일반학사: 학위수여(예정)증명서, 학점인정증명서

농어촌지역
학생 편입학

▪ 일반편입학 제출서류 일체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입학확인서 [서식 2] 원본 1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편입학

▪ 일반편입학 제출서류 일체
▪ 특성화고교 출신자전형 입학확인서 [서식 2] 원본 1부

특성화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산업체 재직자 편입학

▪ 일반편입학 제출서류 일체
▪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 입학확인서 [서식 2] 원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산업체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1부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제출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 자격취득(실)확인서
   2) 국민연금공단 발행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3) 고용지원센터 발행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기타 자격증 등 선택 서류

대학과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학생 편입학

▪ 전문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연계교육과정 이수확인서 [서식 3]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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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의사항

 가.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발급 등이 불가능하여 원본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과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하여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야 함

  ※ 유효기간이 명시된 서류 외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단, 외국대학 학력 인증 서류의 경우 발급기한 제한 미적용)

 나. 원서접수 후 제반 서류를 2022. 12. 19.(월) 18:00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는 다른 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 등기우편의 경우 2022. 12. 19.(월) 소인까지 인정

 다. 제출서류 도착 확인

  1) 기간: 2022. 12. 20.(화) ~

  2) 방법: 충남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또는 ㈜진학어플라이 통하여 확인(개별 통보하지 않음)

   ※ 지원자는 반드시 서류 도착 확인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지원자의 책임이므로 충남대학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라. 서류 제출 시 모든 서류 하단 중앙에 수험번호를 각각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함

 마. 전적(출신)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졸업(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바. 편입학 후 학점인정은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된 성적증명서로만 가능하며 이후 

추가 제출이 불가능하니,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원서접수 시 반드시 출신 

대학별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함(12쪽 제출서류 참조)

  ※ 지원 당시 작성한 지원서 상에 표시되지 않은 전적대학의 성적은 학점인정에서 제외함

 사. 수료/졸업/학사학위취득 예정의 자격으로 합격한 자는 2023. 2. 24.(금) 12:00까지 수료/졸업/

학사학위취득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합격을 취소함

 아. 외국대학 출신자

  1) 출신대학의 졸업요구학점, 이수학기, 성적등급 및 평점기준, 성적산출 기준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해야함. 단, 성적증명서 뒷면에 앞의 사항이 명시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2) 학력입증서류*를 반드시 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해야함

    ※ 졸업예정자는 졸업 후 학력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3)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문을 제출해야함

 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증명서 1부를 추가 제출해야함

 차.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부족할 경우 결격 처리됨

* 학력입증서류: 외국학교 서류(졸업/수료 및 성적증명서)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 중 택 1하여 제출
▪ 중국고등교육학력인증보고서 1부(http://www.chsi.com.cn 또는 http://www.cdgdc.edu.cn)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http://www.hcch.net에서 국가별 아포스티유 관련기관 정보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재외공관 확인 인정 불가
▪ 해당 국가에 소재한 재외공관(한국영사관 또는 대사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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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전형요소

1. 전형요소별 배점기준

  □ 단계별 선발

모집단위
사정
단계

선발
인원

전형요소별 배점기준

총점공인영어
성적

전적대학
성적

전공시험 면접
고사필답고사 실기고사

전 모집단위
(제외: 한문학과, 화학과, 컴퓨터융합

학부, 인공지능학과, 생물환경
화학과, 식품공학과, 예술대학 
전 모집단위, 무용학과, 수의
학과, 수학교육과)

1단계 500% 50점 10점 - - - 60점

2단계 100% 1단계 점수의 합 - - 40점 100점

한문학과
1단계 500% 30점 10점 - - - 40점

2단계 100% 1단계 점수의 합 20점 - 40점 100점

화학과
1단계 300% 40점 20점 - - - 60점

2단계 100% 1단계 점수의 합 - - 40점 100점

컴퓨터융합학부,
인공지능학과

1단계 300% 20점 20점 - - - 40점

2단계 100% 1단계 점수의 합 - 20점 40점 100점

생물환경화학과,
식품공학과

1단계 500% 20점 20점 - - - 40점

2단계 100% 1단계 점수의 합 20점 - 40점 100점

예술대학 전 모집단위
및 무용학과

1단계 500% - 20점 - - - 20점

2단계 100% 1단계 점수의 합 - 40점 40점 100점

수의학과

1단계 5,000% 40점 10점 - - - 50점

2단계 500% 1단계 점수의 합 50점 - - 100점

3단계 100% 최종합격 2명 -
P(합격)/
F(과락)

100점

수학교육과
1단계 500% 10점 30점 - - - 40점

2단계 100% 1단계 점수의 합 30점 - 30점 100점

   ※ 각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취득점수(공인영어성적 및 전적대학성적)는 배점기준에 의거하여 환산 처리함

2.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 모든 전형요소별 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출

 가. 공인영어성적

  ※ 수학교육과의 경우 공인영어성적 환산표 배점 ×0.1(10점)로 반영

  ※ 컴퓨터융합학부, 인공지능학과, 생물환경화학과, 식품공학과의 경우 공인영어성적 환산표 배점 ×0.2(20점)로 반영

  ※ 한문학과의 경우 공인영어성적 환산표 배점 ×0.3(30점)으로 반영

  ※ 화학과, 수의학과의 경우 공인영어성적 환산표 배점 ×0.4(40점)로 반영

  ※ 예술대학 전 모집단위 및 무용학과 공인영어성적 미반영

공인영어성적 환산표 [부록 1] 배점 × 0.5(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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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적대학성적

  ※ 편입학 후 학점인정은 지원자가 제출한 성적증명서로만 반영되며, 이후 추가 제출은 불가능함

  ※ 서류접수 기간 내 2022학년도 제2학기 성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학기 성적까지 반영

  1) 지원자가 제출한 전적대학 전 학년 성적의 백분율 점수를 모집단위별 반영배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전적대학성적= 반영배점(10점) × 전적대학 취득 백분율점수 / 100

   ※ 화학과, 컴퓨터융합학부, 인공지능학과. 생물환경화학과, 식품공학과, 예술대학 전 모집단위 

및 무용학과의 경우 전적대학성적 반영배점 20점 반영

   ※ 수학교육과의 경우 전적대학성적 반영배점 30점 반영

  2)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일 경우 지원자가 제출한 전적대학 전 학년 성적을 모두 반영함

   
점수 = 

(A 대학 이수학점 × A 대학 백분율점수) + (B 대학 이수학점 × B 대학 백분율점수)

A 대학 이수학점 + B 대학 이수학점

   ※ A대학 신입학 후 B대학 편입학한 경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A대학 신입학하여 자퇴 후 B대학에 신입학한 경우 지원자격이 충족되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만 제출 가능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와 학점

인정을 받은 대학의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3) 독학사·외국대학 출신자 등 백분율점수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성적표에 과목이수(합격)만 

등재되어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충남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성적특이자 처리 기준에 

따름

 다. 전공시험(필답고사)

단과대학 모집단위 시간 시험과목 문제유형 출제경향

인문대학 한문학과 60분 한문학개론
서술형
단답형

▪ 한문학의 이론에 대하여 서술
▪ 경서에 자주 출현하는 한자 단어 및 

생활 한자어

농업생명
과학대학

생물환경
화학과

60분
토양학,

유기화학,
식물영양학

객관식
(각과목당 15문항)

▪ 전공기초 과목에 대한 평가

식품
공학과

60분 식품공학개론
단답형
또는 

객관식

▪ 식품공학 전공기초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소양평가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60분 생명과학
객관식
(40문항)

▪ 생명과학 전반의 지식 

사범대학
수학

교육과
60분

집합론, 
고등미적분학,

 선형대수

서술형
(각과목당 1문항, 

총 3문항)
▪ 대학 1, 2학년 수준의 전공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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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전공시험(실기고사)

  1) 컴퓨터융합학부/인공지능학과

단과대학 모집단위 시간 실기과목 사용언어 출제경향

공과대학
컴퓨터융합학부/
인공지능학과

60분
컴퓨터

프로그래밍
Python, Java, C, 
C++ 중 택 1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자료구조 
교육내용 범위 내

  2) 무용학과

전공 실기종목 평가방법 비고

한국무용 한국무용 기본(2분)
호흡법(8점), 음악성(8점), 
표현성(8점), 기능성(8점), 

예술성(8점)

▪ 의상 자유
▪ 음악은 본인이 준비

현대무용 현대무용 작품(2분)

발레 발레 작품(2분)  

  3) 음악과

전공 실기방법

성악
▪ 이탈리아 가곡: 자유곡 1곡(10점)
▪ 독일 가곡: 자유곡 1곡(10점)
▪ 오페라 아리아 1곡(20점)

작곡
▪ 작곡 실기: 현대화성 및 현대 작곡기법에 의한 자유형식의 피아노곡 쓰기(20점)
▪ 피아노 실기: 빠른 악장의 자유곡 1곡(20점)

피아노
▪ 바흐 평균율 중 1곡(5점)
▪ 베토벤 소나타 중 자유 선택한 1곡 전악장(5점)
▪ 빠른 템포의 쇼팽, 리스트, 드뷔시, 라흐마니노프 연습곡 중 작곡가가 다른 3곡 각 10점(30점)

  4) 관현악과

전공 실기방법

관악 ▪ 10분 내외의 자유곡 1곡
 ※ 단, 타악기 전공자는 마림바, 스네어드럼, 팀파니곡을 모두 평가함현악

  5) 회화과

전공 실기과목 소재 및 재료 준비물 시간

한국화
수묵담채화

(4각반절2합지)
배추, 군화, 중고전화기, 돌, 캔맥주, 소형 전기모터 펌프, 
라면봉지, 고무장갑, 북어, 곰인형

동양화 도구 일체
(화선지 제외)

4시간

서양화
유화
(20호)

인물
유화 도구 일체
(캔버스 제외)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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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조소과

전공 실기과목 소재 및 재료 준비물 시간

조소 소조(두상과 오브제) 인물(모델), 오브제 소조 도구 일체(흙 제외) 4시간

  7) 디자인창의학과

전공 실기과목 소재 및 재료 준비물 시간

도자·섬유
디자인

채색 정밀묘사
(4절)

수채화 물감을 이용한 
채색 정밀 묘사

수채화 또는 포스터칼라, 
연필스케치 도구 일체

4시간

시각·제품
디자인

주제에 따른
포스터 디자인(4절)

포스터칼라(물감)를 
이용한 표현

포스터칼라,
연필스케치 도구 일체

4시간

 마. 면접고사

  1) 평가항목: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지식의 양과 정확도, 경험의 질과 폭, 지원 동기, 

수학계획, 논리적 사고 및 표현력 등을 평가함

   ※ 자세한 사항은 지원학과로 문의 바람

  2) 면접방법: 2(면접위원) : 1(지원자) 구술면접

   ※ 블라인드 면접고사 실시

  3) 반영배점: 40점

   ※ 수학교육과 반영배점 30점

   ※ 수의학과는 P/F로 평가하며 P는 합격, F는 과락으로 판정함

  4) 준비물: 수험표 및 신분증

   ※ 건축학과(5년) 지원자는 면접 당일 작품 포트폴리오(분야 불문, 형식·매수 자유)를 지참할 수 

있으며, 면접위원은 이를 평가항목에 반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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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선발방법

1. 단계적 선발로 1단계 5배수(모집단위별 상이함) 선발 후 2단계에서 최종 선발함

 ※ 화학과·컴퓨터융합학부·인공지능학과 3배수 선발, 수의학과 50배수 선발

 ▪ 1단계 ⇒ 1단계 전형요소별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단, 합격선의 동점자는 모두 선발)

 ▪ 최종 ⇒ 1단계 합격자 중 1단계 전형 점수와 2단계 전형 점수의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모집인원 

이내로 선발함(단, 합격선의 동점자는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 수의학과는 면접고사 합격자들 중 2단계 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 이내로 선발

2. 충원 후보자는 1단계 합격 인원으로 선발하며, 합격자 발표 시 충원후보 순위를 발표함

 ※ 수의학과는 2단계 합격 인원으로 선발하며, 합격자 발표 시 충원후보 순위를 발표함

3. 전공별로 선발하는 모집단위의 경우 A전공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 B전공에서 

전형 총점 순으로 선발함

 ※ 일반편입학만 해당하며, 학사편입학은 학과별로 선발하므로 전형 총점 순으로 선발함

4. 전형점수 산출 시 발생하는 모든 소수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함

5. 불합격 판정 기준

 가. 전공시험(필답고사/실기고사) 및 면접고사 각 배점의 40% 미만 취득자

  ※ 단, 음악과 및 관현악과의 경우 심사위원 1인 이상이 실기고사 배점의 40%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 수의학과의 경우 면접고사 “F(과락)” 평가자는 불합격 처리함

 나. 전공시험(필답고사/실기고사) 및 면접고사 중 한 가지라도 불참한 자

 다. 서류제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라. 지원자격 심사 부적격자

 마. 부정행위를 한 자 및 서류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자

 바. 전공시험(필답고사/실기고사) 및 면접고사 시 신분증(학생증 제외) 미지참자 중 충남대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분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6. 동점자 처리기준: 해당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 성적을 우선함

⓵면접고사 성적(등급) 상위자 → ⓶실기고사 성적 상위자 → ⓷공인영어 성적 상위자 →
⓸필답고사 성적 상위자 → ⓹전적대학 성적 상위자

7. 학사편입학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배정방법

 가. 모집단위별 선발 대상인원 합계가 총 모집인원(71명)을 초과할 시, 기본배정인원을 

우선 선발한 후, 잔여인원은 합격후보자가 많은 학과부터 순차적으로 선발함



- 19 -

모집단위별 선발인원 기본배정인원

1~3명 1명

4~5명 2명

6~7명 3명

8~9명 4명

10명 이상 5명

 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충원합격자 선발 방법

  1) 미등록한 해당학과 합격후보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2) 해당 학과에 충원 대상자가 없을 경우, 추가합격자를 제외한 충원합격 후보자 수가 많은 

학과 순으로 최상위순위의 충원합격 후보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충원하며, 동수인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 상위 성적 우위자의 학과 순으로 충원함

   ※ 예시: 추가합격자를 제외한 충원합격 후보자 수가 가장 많은 A학과 최상위순위의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할 경우 다음으로 충원합격 후보자가 많은 B학과 최상위순위의 충원합격 

후보자를 충원합격자로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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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합격자 발표 및 등록금 납부

합격자는 충남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유의사항을 통하여 등록 및 기타 입학 관련 추가 
제출 서류 목록 등을 확인하고 숙지하여 추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1. 합격자 발표

 가. 1단계 합격자 발표

  1) 일시: 2023. 1. 11.(수) 15:00 이후

  2) 방법: 충남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ipsi.cnu.ac.kr/html.uadm)에 공고하며 개별 통보하지 않음

 나. 2단계 합격자 발표(수의학과만 해당)

  1) 일시: 2023. 1. 20.(금) 15:00 이후

  2) 방법: 충남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ipsi.cnu.ac.kr/html.uadm)에 공고하며 개별 통보하지 않음

 다. 최초합격자 발표

  1) 일시: 2023. 2. 8.(수) 11:00 이후

  2) 방법: 충남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ipsi.cnu.ac.kr/html.uadm)에 공고하며 개별 통보하지 않음

 라. 1차 충원합격자 발표

  1) 일시: 2023. 2. 15.(수) 11:00 이후

  2) 방법: 충남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ipsi.cnu.ac.kr/html.uadm)에 공고하며 개별 통보하지 않음

 마. 2차 충원합격자 발표

  1) 일시: 2023. 2. 16.(목) 21:00까지

  2) 방법: 전화충원 개별 통보

    ※ 충원합격자 발표는 전화로 통보하므로 지원자는 항시 통화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연락두절로 인한 미등록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 책임임

    ※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회 통화 시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자는 충원합격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 후보자를 충원합격자로 결정하므로, 반드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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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금 납부

 가. 최초합격자 등록금 납부

  1) 기간: 2023. 2. 9.(목) 10:00 ~ 2. 10.(금) 16:00

  2) 방법

   가) 고지서 납부: 하나은행, 우리은행 전국 지점

   나) 가상계좌 납부: 전국 모든 은행(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등 이용)에서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학생 개인별 하나은행, 우리은행 고유계좌로 입금

    ※ 타 은행 이용 시 송금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함

   다)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폰뱅킹) 납부: 하나은행, 우리은행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한 경

우에만 이용이 가능함

   라) 신용카드 납부: 하나은행, 우리은행 발행카드에 한함

 나. 충원합격자 등록금 납부

  1) 1차 충원

   가) 일시: 2023. 2. 16.(목) 10:00~16:00

   나) 방법: 고지서, 가상계좌,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및 신용카드 납부 시 하나은행에 한하여만 가능함

  2) 2차 충원

   가) 일시: 2023. 2. 17.(금) 10:00~16:00

   나) 방법: 고지서, 가상계좌,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및 신용카드 납부 시 하나은행에 한하여만 가능함

 다. 유의사항

  1) 졸업(수료)예정자 자격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자, 2022학년도 제2학기 성적 미제출자는 추가 서류 

제출 기한 참고하여 필히 제출하여야 함(3쪽 전형일정 참조)

  2)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하고 입학허가 대상에서 제외됨

  3) 등록금 납부는 정해진 기간 중 은행 영업시간 내에 완료해야 함

  4) 등록금액은 등록기간 전까지 2023학년도 등록금액을 확정하여 고지할 예정임

   ※ 등록일까지 2023학년도 등록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등록금을 수납하고, 등록금액이 변동될 경우 추후 차액을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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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편입생 등록금액>
(1학기 기준, 단위: 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등록금

인문대학 전 모집단위 1,669,000

사회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1,669,000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1,867,500

무용학과 2,363,000

기타 모집단위 2,059,000

경상대학 전 모집단위 1,657,500

공과대학 전 모집단위 2,422,000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 1,669,000

기타 모집단위 2,043,500

생활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2,043,500

예술대학 전 모집단위 2,390,000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2,808,000

사범대학

인문계 모집단위 1,669,000

수학교육과 1,867,500

공학계 모집단위 2,422,000

체육교육과 2,059,000

간호대학 간호학과 2,150,500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2,043,500

자유전공학부 전 모집단위 1,669,000

 ※ 상기 금액은 2022학년도 기준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5) 등록금 납부 실시간 확인 방법: 온라인 처리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 후 아래의 

방법으로 등록금 납부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가) 충남대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대학생활] → [학생민원서비스] → [신입생등록금 고지서]상의 

등록금 납부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나) 등록금 납부 후 본인의 휴대폰번호로 납부확인 문자가 발송됨

    ※ 휴대폰에 카카오톡이 설치되어있을 경우,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됨

기타 등록금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로 문의하기 바람
충남대학교 재무과 ☎042-82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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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서식 및 부록

【서식 1】

2023학년도 편입학전형

졸업(수료)예정 확인서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용도 편입학전형 지원용

[전적대학 확인사항]

출신대학 oo대학교 학과(전공) oo학과

전형유형 일반전형 학년/학기 2학년 2학기 / 4학년 2학기

(지원자)

2022학년도

1학기까지 

총 취득학점(A)

   학점

(지원자)

2022학년도

2학기 

취득예정학점(B)

   학점

(지원자)

총 취득 

예정학점(A+B)

   학점

(학칙 등)

졸업(2학년

수료)학점

   학점

발급담당자
소속 성명

연락처

위 학생이 본 대학(교)에

2023년도 2월 졸업(2학년 수료)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2022년  12월     일

                       확인자:         대학교 학사(지원)과 학사 담당자             (인)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 본 확인서는 대학본부 등 학사 업무 총괄부서에서 직접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충남대학교 방문 또는 등기로 공통서류와 함께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성적증명서, 2학기 수강내역서)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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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2023학년도 편입학전형

농어촌지역/특성화고교/특성화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산업체 재직자 신입학 확인서

지원구분
□ 농어촌지역  □ 특성화고교

□ 특성화고졸 산업체재직자
지원학과명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용도 편입학전형 지원용

[전적대학 신입학 확인사항]

출신대학 학과(전공)

전형유형 입학일자

발급담당자
소속 성명

연락처

위 학생이 본 대학(교)에

( 농어촌지역 / 특성화고교 / 특성화고졸재직자 ) 특별전형으로 신입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12월     일

                                              대학교 입학(교무)처장            (직인)

충남대학교 총장 귀하

※ 본 확인서는 대학본부 등 업무 총괄부서에서 직접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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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2023학년도 편입학전형

연계교육과정 이수확인서

지원학과명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입학년도

출신대학명 대덕대학교 연계학과명

[연계교육과정 이수과목 내역]

이수학년/학기 연계교육과정 편성 교과목명 학점 이수 여부 대체인정 교과목명 학점

위 학생은 충남대학교와 대덕대학교의 연계교육과정 협약에 의거,

“2023학년도 충남대학교 연계(대학과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학생) 편입학” 지원대상자로

연계 교육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12월     일

                    확인자: 대덕대학교               학과(부)장            (인)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 확인자는 충남대학교와 연계교육과정 협약을 체결한 전문대학의 연계교육과정 학과(부) 부서장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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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2023학년도 편입학전형

전형료 반환 신청서

지원학과명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반환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관계 □ 본인  □ 부 또는 모  □ 기타

상기 본인은 충남대학교             대학             학과(부)에 지원하였으나,

                               사유로 다음과 같이 전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2022년  12월     일

지원자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 제출 방법: 충남대학교 방문 또는 등기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

※ 반환요청 사유를 심사하여 증빙서류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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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공인영어성적 환산표

배점
TOEIC New TEPS TOEFL(iBT)

이상 　 이하 이상 이하 이상 　 이하
100점 981 ~ 990 526 ~ 117 ~　 120
99점 971 ~ 980 486 ~ 525 116
98점 961 ~ 970 458 ~ 485 114 ~ 115
97점 951 ~ 960 437 ~ 457 112 ~ 113
96점 941 ~ 950 420 ~ 436 111
95점 931 ~ 940 406 ~ 419 109 ~ 110
94점 921 ~ 930 394 ~ 405 108
93점 911 ~ 920 384 ~ 393 107
92점 901 ~ 910 375 ~ 383 　 106
91점 891 ~ 900 366 ~ 374 104 ~　 105
90점 881 ~ 890 359 ~ 365 　 103
89점 871 ~ 880 352 ~ 358 　 102
88점 861 ~ 870 345 ~ 351 　 101
87점 851 ~ 860 339 ~ 344 99 ~　 100
86점 841 ~ 850 333 ~ 338 　 98
85점 831 ~ 840 327 ~ 332 96 ~ 97
84점 821 ~ 830 322 ~ 326 95
83점 811 ~ 820 316 ~ 321 93 ~　 94
82점 801 ~ 810 311 ~ 315 　 92
81점 791 ~ 800 306 ~ 310 91
80점 781 ~ 790 301 ~ 305 89 ~ 90
79점 771 ~ 780 298 ~ 300 88
78점 761 ~ 770 292 ~ 297 　 87
77점 751 ~ 760 288 ~ 291 86
76점 741 ~ 750 283 ~ 287 85
75점 731 ~ 740 279 ~ 282 83 ~ 84
74점 721 ~ 730 274 ~ 278 　 82
73점 711 ~ 720 270 ~ 273 81
72점 701 ~ 710 266 ~ 269 80
71점 691 ~ 700 262 ~ 265 　 79
70점 681 ~ 690 258 ~ 261 78
69점 671 ~ 680 253 ~ 257 　 77
68점 661 ~ 670 250 ~ 252 76
67점 651 ~ 660 247 ~ 249 　 75
66점 641 ~ 650 243 ~ 246 　 74
65점 631 ~ 640 239 ~ 242 73
64점 621 ~ 630 236 ~ 238 　 72
63점 611 ~ 620 232 ~ 235 71
62점 601 ~ 610 229 ~ 231 69 ~ 70
61점 591 ~ 600 225 ~ 228 　 68
60점 581 ~ 590 222 ~ 224 　 67
59점 571 ~ 580 219 ~ 221 　 66
58점 561 ~ 570 215 ~ 218 　 65
57점 551 ~ 560 212 ~ 214 　 64
56점 541 ~ 550 209 ~ 211 　 63
55점 531 ~ 540 206 ~ 208  62
54점 521 ~ 530 203 ~ 205 61
53점 511 ~ 520 200 ~ 202 59 ~ 60
52점 501 ~ 510 197 ~ 199 　 58
51점 491 ~ 500 194 ~ 196 56 ~ 57
50점 481 ~ 490 191 ~ 193 54 ~　 55
49점 471 ~ 480 188 ~ 190 52 ~　 53
48점 461 ~ 470 185 ~ 187 50 ~ 51
47점 451 ~ 460 183 ~ 184 　 49
46점 441 ~ 450 180 ~ 182 47 ~　 48
45점 431 ~ 440 177 ~ 179 　 46
44점 421 ~ 430 174 ~ 176 44 ~　 45
43점 411 ~ 420 171 ~ 173 42 ~ 43
42점 401 ~ 410 169 ~ 170 　 41
41점 391 ~ 400 166 ~ 168 39 ~　 40
40점 381 ~ 390 163 ~ 165 36 ~　 38

※ 청각장애인용 공인영어시험 환산방법
[해당시험 만점×지원자 점수/(청각장애인용 공인영어시험 만점)]으로 나온 점수를 환산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예) TOEIC: 990점 × 325점 / 495점= 650점, New TEPS: 600점 × 168점 / 360점= 2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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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학사학위(4년제)과정 간호과 지정 전문대학 현황

연번 지정학년도 학교명 연번 지정 학년도 학교명

1 ’12학년도 군산간호대학교 44 ’14학년도 영진전문대학교

2 ’12학년도 경복대학교 45 ’14학년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3 ’12학년도 원광보건대학교 46 ’15학년도 경인여자대학교

4 ’12학년도 강릉영동대학교 47 ’15학년도 계명문화대학교

5 ’12학년도 선린대학교 48 ’15학년도 김해대학교

6 ’12학년도 조선간호대학교 49 ’15학년도 대동대학교

7 ’12학년도 경북과학대학교 50 ’15학년도 대원대학교

8 ’12학년도 전남과학대학교 51 ’15학년도 동남보건대학교

9 ’12학년도 기독간호대학교 52 ’15학년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10 ’12학년도 마산대학교 53 ’15학년도 삼육보건대학교

11 ’12학년도 광주보건대학교 54 ’15학년도 수원여자대학교

12 ’12학년도 혜전대학교 55 ’15학년도 전북과학대학교

13 ’12학년도 거제대학교 56 ’15학년도 제주관광대학교

14 ’12학년도 서영대학교 57 ’15학년도 진주보건대학교

15 ’12학년도 여주대학교 58 ’16학년도 경민대학교

16 ’12학년도 가톨릭상지대학교 59 ’16학년도 구미대학교

17 ’12학년도 호산대학교 60 ’16학년도 동주대학교

18 ’12학년도 경북보건대학교 61 ’16학년도 목포과학대학교

19 ’12학년도 대경대학교 62 ’16학년도 백석문화대학교

20 ’12학년도 대구과학대학교 63 ’16학년도 부산과학기술대학교

21 ’12학년도 대구보건대학교 64 ’16학년도 부산여자대학교

22 ’12학년도 대전보건대학교 65 ’16학년도 부천대학교

23 ’12학년도 문경대학교 66 ’16학년도 서정대학교

24 ’12학년도 수원과학대학교 67 ’16학년도 순천제일대학교

25 ’12학년도 신성대학교 68 ’16학년도 용인송담대학교

26 ’12학년도 안동과학대학교 69 ’16학년도 인천재능대학교

27 ’12학년도 안산대학교 70 ’16학년도 전주비전대학교

28 ’12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71 ’17학년도 강동대학교

29 ’12학년도 제주한라대학교 72 ’17학년도 경남도립거창대학

30 ’12학년도 청암대학교 73 ’17학년도 서일대학교

31 ’12학년도 충청대학교 74 ’17학년도 창원문성대학교

32 ’12학년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75 ’17학년도 포항대학교

33 ’13학년도 동강대학교 76 ’18학년도 군장대학교

34 ’13학년도 동의과학대학교 77 ’18학년도 서라벌대학교

35 ’13학년도 두원공과대학교 78 ’18학년도 송곡대학교

36 ’13학년도 수성대학교 79 ’18학년도 송호대학교

37 ’13학년도 울산과학대학교 80 ’18학년도 영남외국어대학

38 ’13학년도 춘해보건대학교 81 ’18학년도 한영대학

39 ’13학년도 한림성심대학교 82 ’19학년도 강원관광대학교

40 ’14학년도 경남정보대학교 83 ’19학년도 세경대학교

41 ’14학년도 경북전문대학교 84 ’19학년도 우송정보대학

42 ’14학년도 동아보건대학교 85 ’22학년도 국제대학교

43 ’14학년도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전체 총 85개교

※ 교육부 「2023학년도 대학 편입학전형 기본계획」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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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입학관련 업무 담당부서 및 학과사무실 전화번호

담당업무 담당부서
전화번호

(지역번호: 042)

학적 관리(휴학 등) 학사지원과(학적) 821-5032~4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학사지원과(수업) 821-5042~4

등록금 납부 재무과 821-5132~3

장학금 학생과 821-5082, 5084

병사관계 학생과 821-5054

취업 및 진로 현황 인재개발원 821-5083, 6154

학생생활관(기숙사) 입사 학생생활관 821-6181

전공시험(필답고사,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

(해당 학과로 문의)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821-5321

영어영문학과 821-5331

독어독문학과 821-5341

불어불문학과 821-5351

중어중문학과 821-5361

일어일문학과 821-5371

한문학과 821-5381

언어학과 821-6391

국사학과 821-6311

사학과 821-5391

고고학과 821-6381

철학과 821-6321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821-6331

문헌정보학과 821-6351

심리학과 821-6361

언론정보학과 821-6371

사회복지학과 821-6471

정치외교학과 821-5851

행정학부 821-5841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821-5421

정보통계학과 821-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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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담당부서
전화번호

(지역번호: 042)

전공시험(필답고사,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

(해당 학과로 문의)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821-5451

천문우주과학과 821-5461

화학과 821-5471

생화학과 821-5481

지질환경과학과 821-6421

해양환경과학과 821-6431

스포츠과학과 821-6451

무용학과 821-6481

경상대학

경제학과 821-5521

경영학부 821-5531

무역학과 821-5551

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 821-5960

공과대학

건축학과(5) 821-6280

토목공학과 821-5671

환경공학과 821-6671

기계공학부 821-6641

메카트로닉스공학과 821-6871

항공우주공학과 821-6681

전기공학과 821-5651

전자공학과 821-5661

전파정보통신공학과 821-6861

컴퓨터융합학부 821-6651

신소재공학과 821-6631

유기재료공학과 821-6661

응용화학공학과 821-5681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821-5961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 821-7221

인공지능학과 821-7251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자원학과 821-5721

원예학과 821-5731

산림환경자원학과 821-5741

환경소재공학과 821-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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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담당부서
전화번호

(지역번호: 042)

전공시험(필답고사,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

(해당 학과로 문의)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부 821-5771

응용생물학과 821-5761

생물환경화학과 821-6731

식품공학과 821-6721

지역환경토목학과 821-5791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821-6711

농업경제학과 821-6741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821-6821

식품영양학과 821-6831

소비자학과 821-6841

예술대학

음악과 821-6921

관현악과 821-6931

회화과 821-6961

조소과 821-6971

디자인창의학과 821-6981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821-6761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821-8570

영어교육과 821-8571

수학교육과 821-8572

교육학과 821-6465

체육교육과 821-6441

건설공학교육과 821-7990

기계공학교육과 821-8563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821-7991

화학공학교육과 821-5890

기술교육과 821-5691

간호대학 간호학과 580-8321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생물과학과 821-5491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821-6411

생명정보융합학과 821-7261

자유전공학부

인문·사회과학 전공 821-8590

리더십과조직과학전공 821-8590

공공안전학전공 821-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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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학점인정 및 교과목 이수요령

1. 일반편입학 및 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연계학생 편입학

 가. 학점인정: 충남대학교 학칙 제63조(편입학자의 학점)에 의한 전적(출신) 대학의 이수학점을 

충남대학교 모집단위의 해당학년도 교육과정에 맞추어 인정함

 나. 교과목 이수요령: 당해 모집단위의 교육과정표에 의거 2021학년도 교육과정 중 배정된 

교과목을 영역별 이수기준학점에 맞추어 이수하여야 하며, ‘가’항의 수료기준학점을 합하여 

재학 연한 8학기(잔여학기의 2배) 내에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지 신중을 기하여야 함

 다. 편입학 시 인정받은 교과목은 재학 중 재이수할 경우 무효처리 됨

2. 학사편입학

 가. 학점인정: 충남대학교 학칙 제63조(편입학자의 학점)에 의한 2학년 수료기준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당해 모집단위의 교육과정으로 정한 1·2학년 배정 교과목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나. 교과목 이수요령: 당해 모집단위의 교육과정표에 의거 2021학년도 교육과정 중 3·4학년에 

배정된 교과목을 영역별 이수기준학점에 맞추어 이수하여야 하며, ‘가’항의 2학년 수료

기준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소요학점 이상이어야 함

3. 기타사항

 가. 일반편입학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자의 학점사정은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전적대학의 

이수사항만을 학점사정에 반영함

  ※ 지원서에 표시되지 않은 전적대학의 성적은 학점인정에서 제외함

 나. 편입학자는 모집단위별 국가고시 또는 자격증 취득,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참여 등을 

위하여 학과(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2학년에 배정된 과목이라도 

이수할 수 있음

 다. 학사편입학자가 위 ‘가’항에 의거 1·2학년 과목을 이수하였을 때 동 과목에 대하여는 

일반선택 과목의 이수로 봄

 라.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교직과정 설치 학과·전공으로 학사편입학 

하여 교원자격검정령이 정한 해당 전공과목의 자격취득요건을 갖추었을 때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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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학생생활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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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식 형태로 12명이 화장실, 세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
￭ 기혼자실(원룸형): 기혼자 부부가 사용하는 원룸형 구조로 화장실, 욕실, 조리시설 완비

구 분 형 식 특 징 정 원 비 고

직영

1·6동 2인 1실 아파트형  649명 1동 RC / 6동 여자

2·3동 2인 1실 원룸형  498명 2동 외국인 / 3동 남자

3동 1인 1실 원룸형 10명 남자

4동 2인 1실 복도형 195명 남자

5동

2인 1실 아파트형 91명
남자

3인 1실
원룸형

48명

기혼자실 16명 조리 가능 (기혼 ‘부부’ 재학생을 전제)

이인구인재관

1인 1실

원룸형

18명

별도 선발2인 1실 32명

기혼자실 4명

1차 
BTL

7·8·9·11동
1인 1실

원룸형
14명 7동(여) 장애인실(7명) / 8동(남) 장애인실(7명)

2인 1실 2,478명   7동 · 11동 여자 / 8동 · 9동 남자

10동 기혼자실 원룸형 96명 조리 가능 (기혼‘부부’재학생을 전제)

2차 
BTL

12동

2인 1실
원룸형

101명 남자

기혼자실
34명

조리 가능 (기혼‘부부’재학생을 전제)
투룸형 15명

13동

1인 1실

원룸형

95명
여자

2인 1실 352명

장애우실 4명 여자 장애인실

직영
·

2차 
BTL

보운관

2인 1실 아파트형 89명
보운캠퍼스(문화동)

(간호학과, 의과대학)
2인 1실

원룸형
110명

1인 1실 40명

계 4,989명

※ 기혼자실은 신청자 미달 시, 일반재학생 수용
※ 코로나19로 인해 2인 또는 3인 1실에 1인만 배정할 경우 정원의 50%가 감소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상위 ‘비고’란에 명시된 동 운영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입사자격
▪ 본교 입학확정자 중 입학지원서 상의 신청희망자 중에서 일정 인원만 선발
 ※ 단, 학생생활관 입주자발표일 합격자조회 후 생활관비 납부 등 등록 절차 이행자에 대해서만 입사자격을 부여함
 ※ 대전광역시 거주자는 우선 선발에서 제외되며, 학기 시작 후 여석이 있을 경우 보결 선발이 가능함

입주신청
▪ 입학지원서 인터넷 접수(2022. 12. 13. ~2022. 12. 15.) 시 기숙사 신청란에 신청(체크) 가능하며, 

이 외 별도 신청은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기 바람

입주자
발표일

▪ 2023. 2. 20.(월) 오후 2시 발표 예정이며 충남대학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의 ‘학생생활관 
입주대상자 유의사항’을 참조하기 바람

생활관비

▪ 생활관비 납부(예정)일: 2023. 2. 22.(수) 09:00~23:00
▪ 2023년도 생활관비는 2022년 12월 말경 고지 예정이므로 학생생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 2차 BTL 생활관, 보운관을 제외한 일반 관실 식사 형태는 선택적 의무식(4종 중 택 1)으로 

평일 2식 의무식(조식&중식 중 1식, 석식) 및 주말 선택식

문의처
▪ 학생생활관 통합행정실: ☎042-821-6181(대표)
▪ 관련시설: 학생생활관 홈페이지(http://dorm.cnu.ac.kr/) [생활관 살펴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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