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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1학년도 후기

일반·전문·특수대학원 모집요강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접수

2021. 6. 15.(화) ~

            6. 23.(수)

            18:00까지

•	 (주)진학사 홈페이지   

(http://www.jinhakapply.com) 

•	온라인에서만  원서접수 가능

※ 출신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수험표는 반드시 출력·보관

•	모집요강 p.16 참조

•	 본교 홈페이지 참고

서류
제출

제출
기간

2021. 6. 15.(화) ~

            6. 24.(목)

            18:00까지

•	제출장소

우편번호 : 3415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

한밭대학교 S5동(산학연협동관)

3층 303호 대학원 행정실

•	등기우편, 택배, 방문 제출

•	 방문제출은 토·일·공휴일 및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는 별도 통보 없이 

불합격 처리

도착
확인

2021. 6. 15.(화) ~

            6. 24.(목)

            18:00까지

•	 (주)진학사 홈페이지   

(http://www.jinhakapply.com) 

•	 서류도착 2일 후 진학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토·일·공휴일 제외)

전공구술 
및

면접고사

2021. 7. 6.(화) 

            14:00 ~
•	학과별 지정 고사장

•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	장소는 지원 학과에 문의

•	면접 결시자 불합격 처리

※ 비대면 면접 실시 할 수 있음

•	모집요강 p.18 참조

합격자 발표
2021. 7. 16.(금) 

            16:00
•	 본교 홈페이지

•	 합격자조회, 합격증 출력 

(수험번호, 생년월일 6자리 입력)

•	개별통지 하지 않음

•	모집요강 p.19 참조

등록금  
납부고지서  

출력

2021. 8. 2.(월) ~  

            8. 5.(목)
•	 본교 홈페이지

•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 

(수험번호, 생년월일 6자리 입력)

•	외국인 합격자도 동일

•	모집요강 p.22 참조

등록금 납부

2021. 8. 3.(화) ~  

            8. 5.(목)  

            16:00까지

•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 

(16:00 까지)

•	기간  내 등록금 미납부자 합격 취소

•	 고지서 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필히  

은행납부 필요(미납시 ‘불합격’ 처리)

•	 등록 포기 : 「등록포기각서」를 해당  

대학원에 제출(p.34)

개강 2021. 8. 30.(월)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교	홈페이지	공지(https://www.hanbat.ac.kr)

Hanbat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전형일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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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과정 정원구분 모집전형 모집인원 비고

대학원

석사

정원 내

일반전형

○○명

학·연협동과정

정원 외

외국인전형 ○○명

위탁생전형 ○명

박사 정원 외

외국인전형 ○○명

위탁생전형 ○명

정보통신
전문대학원

석사

정원 내

일반전형 ○○명

우수외국인전형* ○명

정원 외 위탁생전형 ○○명

박사

정원 내 일반전형 ○명

정원 외

외국인전형 ○○명

위탁생전형 ○명

산업대학원 석사

정원 내 일반전형 ○명

정원 외

외국인전형 ○○명

위탁생 전형 ○명

창업경영
대학원

석사

정원 내 일반전형

○명 창업학과

○명

테크노경영학과

금융부동산학과

회계자산관리학과

정원 외

외국인전형 ○○명 테크노경영학과

금융부동산학과

회계자산관리학과위탁생 전형 ○명

*우수외국인전형은	외국어	능력	및	연구력이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정원	내에서	모집하는	전형임.(정보통신전문대학원만	해당)

Hanbat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모집전형 및 인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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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특수대학원 모집요강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정보통신전문대학원만 해당 

 공통사항

전형구분 학위과정 지원자격

정원내

일반 전형

(내국인)
석사

(1)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2021년 8월 말까지 취득예정자 포함)자

(2) 법령에 의하여 (1)항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우수

외국인 전형*

(외국인)

석사

(1)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2021년 8월 말까지 취득예정자 포함)자

(2) 법령에 의하여 (1)항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 및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일반 전형*

(내국인)
박사

(1)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 취득(2021년 8월 말까지 취득예정자 포함)자

(2) 법령에 의하여 (1)항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연

협동과정

(내국인)

석사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2021년 8월 말까지 취득예정자 포함)자 및 이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협약체결 기관장(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의 추천을 받은 자

정원외

외국인 전형

(외국인)

석사

(1)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2021년 8월 말까지 취득예정자 포함)자

(2) 법령에 의하여 (1)항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 및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박사

(1)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 취득(2021년 8월 말까지 취득예정자 포함)자

(2) 법령에 의하여 (1)항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 및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위탁생 전형

(내국인)

석사
(1)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2021년 8월 말까지 취득예정자 포함)자

(2) 법령에 의하여 (1)항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박사
(1)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2021년 8월 말까지 취득예정자 포함)자

(2) 법령에 의하여 (1)항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Hanbat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지원자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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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사항(창업경영대학원 창업학과) 

1.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

•	창업전문가(컨설턴트, 멘토, 코치, 전문 강사 등)

•	프로젝트 관리자 

•	기타 창업에 관심 있는 자

2. 우대사항

•	창업보육매니저, 벤처캐피털 투자심사역, 창업지원담당관, 창업관련 주관기관 매니저 등 창업업무 관리자 우대

•	창업관련 자격증 보유자(창업지도사, 경영지도사 등) 우대

•	전국 규모 및 본교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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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특수대학원 모집요강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일반대학원) 일반전형, 외국인전형, 위탁생전형

구분 대학원 계열 모집학과
학위과정

수업형태 학과연락처
(042-821)석사 박사

(정원외)

일반
대학원

대학원

공학

기계공학과 ○ ○ 주간 1833

응용소재공학과 ○ ○ 주간 1234

전기공학과 ○ ○ 주간 1089

전자공학과* ○ ○ 주간 1129, 1165

토목공학과 ○ ○ 주간 1102

건축공학과 ○ ○ 주간 1116

화학생명공학과 ○ ○ 주간 1855

산업경영공학과 ○ ○ 주간 1224

재료공학과 ○ X 주간 1245

건축설비공학과 ○ X 주간 1176

환경공학과 ○ ○ 주간 1842

도시공학과 ○ ○ 주간 1843

소재시스템공학과 ○ X 주간 1268

건축학과 ○ X 주간 1742

창의융합학과 ○ ○ 주간 1479

응용광학과 ○ X 주간 1360

빅데이터융합학과 ○ X 주간 1479

이학 수리과학과 ○ X 주간 1360

인문

영어영문학과 ○ ○ 주간 1316

중국어과 ○ X 주간 1339

일본어과 ○ X 주간 1869

경상

경영학과 ○ ○ 주간 1287

경제학과 ○ X 주간 1300

회계학과 ○ ○ 주간 1330

사회 공공정책학과 ○ X 주간 1966

디자인
시각디자인학과 ○ ○ 주간 1862

산업디자인학과 ○ ○ 주간 1863 

*4단계 BK21 참여 학과(지능형 친환경 미래자동차 융합기술 인재양성 사업단)

※ 수업형태는 교과목 운영상 일부 야간에 편성될 수 있음

Hanbat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모집학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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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원) 학·연 협동과정

               학위과정
협동기관명 

모집학과(석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화학생명공학과, 건축설비공학과

한국기계연구원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생명공학과

 (전문대학원) 일반전형, 우수외국인전형, 외국인전형, 위탁생전형

구분 대학원 계열 모집학과
학위과정

수업형태 학과연락처
(042-821)석사 박사

전문
대학원

정보통신 

전문대학원
공학

컴퓨터공학과 ○ ○ 주간 1858

정보통신공학과 ○ ○ 주간 1197

멀티미디어공학과* ○ ○ 주간 1196

모바일융합공학과 ○ ○ 주간 1198 

*2022학년도부터 지능미디어공학과로 명칭 변경 예정

 (산업대학원) 일반전형, 외국인전형, 위탁생전형

구분 대학원 계열 모집학과
석사

학위과정
수업형태 학과연락처

(042-821)

특수
대학원

산업 

대학원

공학

기계공학과 ○ 야간 1833

건축공학과 ○ 야간 1116

화학공학과 ○ 야간 1853

전기공학과 ○ 야간 1089

토목공학과 ○ 야간 1101

응용소재공학과 ○ 야간 1234

전자공학과 ○ 야간 1129, 1165

산업경영공학과 ○ 야간 1224

재료공학과 ○ 야간 1245

응용화학생명공학과 ○ 야간 1855

건축설비공학과 ○ 야간 1847

환경공학과 ○ 야간 1842

도시공학과 ○ 야간 1843

소재시스템공학과 ○ 야간 1268

건축학과 ○ 야간 1742

인문 일본어과 ○ 야간 1869

디자인 디자인학과 ○ 야간 1862, 1863



08 2021학년도 후기

일반·전문·특수대학원 모집요강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내국인 지원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학위과정

비고
석사 박사*

대학원

•	입학원서 ○ ○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출력(서명)하여 제출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 ○

•	석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 ○

•	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 ○ 편입생은 전(前)대학 증명서도 함께 제출

•	대학원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

•	학·연협동과정 추천서 [붙임Ⅰ- 3] △ △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	자기소개서 [붙임Ⅰ- 1] ○ ○ 서명 후 제출

•	연구계획서 [붙임Ⅰ- 2] ○ ○ 서명 후 제출

•	학력조회동의서 ○ ○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출력(서명)하여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출력(서명)하여 제출

•	영어능력시험 성적표 △ △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성적표 제출

•	작품 또는 성과물 △ △ 디자인계열 지원자에 한함

*정원외 위탁생전형만 해당

Hanbat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제출서류5

구분 대학원 계열 모집학과
석사

학위과정
수업형태 학과연락처

(042-821)

특수 
대학원

창업경영 

대학원
경상

창업학과* ○ 주간 939-4713

테크노

경영학과

테크노경영학전공
○ 야간 1287

경영학전공

금융부동산학과 ○ 야간 1865

회계자산관리학과 ○ 야간 1330 

*창업학과는 일반전형만 해당

 (창업경영대학원) 일반전형, 외국인전형, 위탁생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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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서류명
학위과정

비고
석사 박사

정보통신
전문대학원

•	입학원서 ○ ○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 ○

•	석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 ○

•	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 ○ 편입생은 전(前)대학 증명서도 함께 제출

•	대학원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 편입생은 전(前)대학 증명서도 함께 제출

•	자기소개서 [붙임Ⅰ- 1] ○ ○ 서명 후 제출

•	연구계획서 [붙임Ⅰ- 2] ○ 서명 후 제출

•	석사학위 논문 사본 ○  

•	학력조회동의서 ○ ○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출력(서명)하여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출력(서명)하여 제출

•	재직 및 경력증명서 △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학술논문 △ △ 해당자에 한함

•	특허 등 증빙자료 △ △ 해당자에 한함

•	영어능력시험 성적표 △ △ 해당자에 한함

구분 제출서류명
학위과정

비고
석사 박사

산업 
대학원

•	입학원서 ○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출력(서명)하여 제출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

•	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 편입생은 전(前)대학 증명서도 함께 제출

•	자기소개서 [붙임Ⅰ- 1] ○ 서명 후 제출

•	연구계획서 [붙임Ⅰ- 2] ○ 서명 후 제출

•	학력조회동의서 ○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출력(서명)하여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출력(서명)하여 제출

창업경영 
대학원

•	입학원서 ○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출력(서명)하여 제출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

•	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 편입생은 전(前)대학 증명서도 함께 제출

•	학업(석사)계획서 [붙임Ⅰ- 4] ○ 창업학과 지원자 제출

•	학력조회동의서 ○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출력(서명)하여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출력(서명)하여 제출

•	 창업활동(창업보육센터 매니저, 벤처캐피털 

투자심사, 창업정책)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창업학과)

•	창업교육 이수(수료)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창업학과)

•	특허권 증서 사본 △ 해당자에 한함(창업학과)

•	창업경진대회 수상증명서 사본 △ 해당자에 한함(창업학과)

•	창업지도사, 경영지도사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창업학과)

※ ○ : 필수 제출 서류, △ : 해당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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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특수대학원 모집요강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주요 안내 사항

①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재발급이 불가한 서류의 경우 복사본에 발급기관 등의 원본대조 확인

(원본대조필) 또는 공증기관(중국의 경우 공증처) 등을 통해 공증 받은 공증본을 제출해야 함

②  원본 서류가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한글 또는 영어 번역본이 첨부된 공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③ 아포스티유 확인 및 영사 확인을 받은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④ 기타 제출서류는 지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서류이어야 함 (전자문서 사본 불가)

⑤  구비서류 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모집요강에서의 요구사항 불이행, 주소 불명, 연락두절, 합격자 명단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합격 취소 등)은 지원자 책임임

⑥  모든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는 추후 발급기관을 통하여 조회·확인 후 불일치할 경우 단계적 합격과 관계 없이 합격처

리 또는 입학 취소함

⑦  지원자의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는 지원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학전형 기간 중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경우 즉시 대학원행정실로 알려야 함

⑧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1. 입학원서 : (주)진학사 홈페이지(http://www.jinhakapply.com)에서 온라인 입학 지원 후 출력하여 제출 (서명 후 제출)

2.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 석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

가.  외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학위(학력)입증 서류 또는 출신학교가 위치한 국가의 한국 

영사나 한국에 있는 출신학교 소재지 국가 공관 영사 확인을 받은 학위증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을 받은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나.  중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최종학력증명은 China Academic Degree & Graduate Education Development 

Center(http://www.cdgdc.edu.cn) 또는 (http://www.chsi.com.cn)에서 학위 인증보고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

※ 중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위(취득예정)증명서 한국어 번역 공증본과 원본을 모두 제출

3. 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 대학원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가.  외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성적 증명서 또는 출신학교가 위치한 국가의 한국 영사나 

한국에 있는 출신학교 소재지 국가 공관 영사 확인을 받은 성적 증명서 제출   

나. 학사 및 석사 졸업예정자의 성적은 직전학기까지 반영

다. 성적증명서는 전(全)학년 성적 평균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실 점수가 기재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목별 학점과 취득성적, 전체 성적 백분율 값, 해당 과정 만점 값이 표시되어야 함

※ 편입학자는 편입학 이전과 편입학 이후의 성적평균이 각각 백분율로 환산된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1) 국내대학: 성적평균(백분율) 기재(미기재시 환산점수 최하점 적용)

2) 국외대학: 성적평균(백분율) 또는 총평점(GPA) 기재(미기재시 환산점수 최하점 적용)

라.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백분율 기재)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기재된 

학점으로 성적을 반영함

마. 졸업예정자 및 학위취득 예정자는 직전학기 성적까지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제출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학력조회 동의서 : (주)진학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학 지원 후 출력하여 제출 (서명 후 제출)

내국인 지원자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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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지원자 제출서류

대학원 제 출 서 류 명
학위과정

비 고
석사 박사

대학원

전문·특수
대학원

•	Application for Admission 

     - 대학원, 전문·특수대학원 지원자 입학원서 
○ ○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출력(서명) 

하여 제출

•	학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  ○ ○

•	석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 ○
편입생은 전(前)대학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	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 ○

•	대학원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

•	Personal Statement [붙임Ⅰ- 5] ○ ○ 서명 후 제출

•	Study and Research Plan [붙임Ⅰ- 6] ○ ○ 서명 후 제출

•	학력조회동의서 ○ ○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출력(서명) 

하여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출력(서명) 

하여 제출

•	외국 국적증명서(여권) ○ ○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재정보증서류 ○ ○

p.13  「재정보증서류」 참고

비자 및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시 

환율변동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

•	지원자와 부모의 관계 입증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 △ 소지자만 제출(앞뒷면 복사)

•	재외국민 증명서 △ △ 

 * 재외국민만 해당 

외국 주재 한국공관장이 발행한 

재외국민 증명서

•	지원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재외국민 및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외국인 중 

본인만 외국 국적인 경우

•	자격증(어학성적 포함) 사본 △ △ 해당자만 제출

•	작품 또는 성과물 △ △ 디자인계열 지원자에 한함

※ ○ : 필수 제출 서류, △ : 해당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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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원자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주요 안내 사항

 ①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재발급이 불가한 서류의 경우 복사본에 발급기관 등의 원본대조 확인

(원본대조필) 또는 공증기관(중국의 경우 공증처) 등을 통해 공증 받은 공증본을 제출해야 함

②  원본 서류가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한글 또는 영어 번역본이 첨부된 공증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함

③ 아포스티유 확인 및 영사 확인을 받은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④ 기타 제출서류는 지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서류 이어야 함(전자문서 사본 불가)

⑤  구비서류 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모집요강에서의 요구사항 불이행, 주소 불명, 연락두절, 합격자 명단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합격 취소 등)은 지원자 책임임

⑥  합격자 발표 후, 유학을 위한 한국비자(D-2)등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함

⑦  모든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는 추후 발급기관을 통하여 조회·확인 후 불일치할 경우 단계적 합격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또는 입학 취소함

⑧  한글 모집요강과 영어 모집요강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한글로 작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⑨  지원자의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는 지원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학전형 기간 중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경우 즉시 대학원행정실로 알려야 함

⑩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1. 입학원서 : (주)진학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학 지원 후 출력하여 제출 (서명 후 제출)

2.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 석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

가.  외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학위(학력)입증 서류 또는 출신학교가 위치한 국가의 한국 

영사나 한국에 있는 출신학교 소재지 국가 공관 영사 확인을 받은 학위증 제출

나.  중국에서 학위를 취득한자의 최종학력증명은 China Academic Degree & Graduate Education Development 

Center(http://www.cdgdc.edu.cn) 또는 (http://www.chsi.com.cn)에서 학위 인증보고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

※ 중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위(취득예정)증명서는 한국어 번역 공증본과 원본을 모두 제출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2020.6.23.기준)

아시아, 대양주
(19)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유럽(52)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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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30)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아프리카(11)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5)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3. 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 대학원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가.  외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성적 증명서 또는 출신학교가 위치한 국가의 한국 영사나 

한국에 있는 출신학교 소재지 국가 공관 영사 확인을 받은 성적 증명서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을 받은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나. 학사 및 석사 학위취득 예정자는 직전학기 성적까지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제출

다. 성적증명서는 전(全) 학년 성적 평균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실 점수가 기재된 것(또는 총평점(GPA) 기재)으로 제출

※ 과목별 학점과 취득성적, 전체 성적 백분율 값(또는 총평점(GPA) 기재), 해당 과정 만점 값이 표시되어야 함

※ 편입학자는 편입학 이전과 편입학 이후의 성적평균이 각각 백분율로 환산된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1) 국내대학: 성적평균(백분율) 기재(미기재시 환산점수 최하점 적용)

2) 국외대학: 성적평균(백분율) 또는 총평점(GPA) 기재(미기재시 환산점수 최하점 적용)

※ 100점 만점 기준 또는 4.0/4.3/4.5 만점의 G.P.A. 방식으로 성적 환산이 어려운 경우, WES(World Education Services) 성적 환산  

     증명서 원본 추가 제출 요망(과목별 환산 점수 표시 요망) / WES 홈페이지: http://www.wes.org

라.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백분율 기재)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기재된 

학점으로 성적을 산출함

마. 학위취득 예정자는 직전학기 성적까지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제출

4. 재정보증서류

가. 재정보증인이 본인 또는 부모인 경우 제출서류

1) 유학경비부담서약서[붙임Ⅰ- 7]

2)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 재정보증인의 18,000 USD 상당의 국내·외 은행예금잔고증명서(예치동결기간: 2021.9.30.까지)

※ 비자 및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시 환율 변동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

나. 재정보증인이 지도예정교수인 경우 제출서류

1) 유학경비부담서약서[붙임Ⅰ- 8]

2) 지도예정교수의 재직증명서

3) 장학금지급예정확인서[붙임Ⅰ- 9]

4) 인건비 등의 예산이 표기된 연구 과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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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자와 부모의 관계 입증 서류 :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를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한 공증 본 제출

가. 중국 국적 지원자 : 호구부(정부발행 호적등본) 

나. 중국 외 국적지원자 : 출생증명서 원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6.  지원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재외국민 및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외국인 중 본인만 외국국적인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재학 기간이 명시된 초·중·고교 및 대학

(학사과정) 재학 기간 증빙 공식 자료를 모두 제출

※  대한민국 국적자는 출입국·외국인청, 구청, 주민센터, 재외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 가능하며,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정부24」 (www.gov.kr)에서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자는 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각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7. 어학성적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원서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성적표 제출

※ 외국인 장학금 어학성적 기준(p.20) 참고

8. 디자인계열 지원자의 경우 해당자는 보유하고 있는 작품 또는 성과물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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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과정
정원
구분

전형명
서류전형 학업

계획서
전공

구술고사
면접고사 계

학사성적 석사성적

대학원

석사

정원내
일반전형

학·연협동과정
- - - 60점 40점 100점

정원외

위탁생전형

외국인전형 100점 - - 60점 40점 200점

박사 정원외

위탁생전형 20점 30점 - 30점 20점 100점

외국인전형 50점 50점 - 60점 40점 200점

정보통신
전문대학원

석사

정원내
일반전형

우수외국인전형
- - - 60점 40점 100점

정원외 위탁생전형

박사

정원내 일반전형

20점 30점 - 30점 20점 100점

정원외

위탁생전형

외국인전형 50점 50점 - 60점 40점 200점

산업 
대학원

석사

정원내 일반전형

- - - 60점 40점 100점

정원외

위탁생전형

외국인전형 100점 - - 60점 40점 200점

창업경영
대학원

석사

정원내

일반전형1) - - 30점 40점 30점 100점

일반전형2) - - - 60점 40점 100점

정원외

위탁생전형2) - - - 60점 40점 100점

외국인전형2) 100점 - - 60점 40점 200점

1) 창업학과 ,  2) 테크노경영학과, 금융부동산학과, 회계자산관리학과

Hanbat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평가방법 및 배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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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에 접속하여 인터넷 원서접수

 한밭대학교 대학원,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산업대학원, 창업경영대학원 중 선택

•	지원서, 수험표, 학력조회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출력

•	결제 완료 후 입학지원서, 수험표 및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출력하여 확인

•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창구접수 및 우편접수는 시행하지 않음

•	출신대학교(원), 출신대학, 출신학과(부)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선택하여 입력

•	인터넷 접수 완료 후, 접수 취소불가, 지원학과(전공) 변경불가

•	전형료: 50,000원

•	결제 방법: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등

•	등기우편, 택배, 방문제출

•	 우편발송용 표지를 출력한 후 제출서류를 특급우편(일반 우편불가), 택배 또는 직접 본교를 

방문하여 제출

※ 제출 장소: (우) 3415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덕명동),  

                        S5동 303호(한밭대학교 대학원행정실)

Hanbat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원서접수(인터넷)7

원서접수 대행업체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지원 대학원 선택

 각종 출력물 출력

원서 작성 

작성원서 검토 및 확인

전형료 결제

구비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1. 6. 15.(화) ~ 6. 23.(수) 18: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및 절차 안내

☞ 회원가입 및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사용 관련 문의 : (주)진학사(☎1544-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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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연협동과정

- 학·연협동과정 지원자도 인터넷 원서 접수

- 학·연협동과정 지원자의 경우 지원연구원(소)명을 정확하게 선택하여 입력

- 협약기관 기관장 추천서를  2021. 6. 24.(목) 18:00까지 한밭대학교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유의사항

가. 접수(제출)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결제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으로 결제 전 입력사항 철저히 확인

나.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관한 문의는 각 해당학과(모집요강 p.6-8 참조)에 문의

다.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입학)취소함

라.  접수기간에 한밭대학교의 다른 대학원(대학원(주간), 정보통신전문대학원(주간), 산업대학원(야간), 창업경영대학원(주·야간)에 이중 

지원할 수 없음

마.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시간(2021. 6. 23.(수) 18:00까지) 이전에 전형료 납부를 포함하여 원서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바. 서류 제출기간(2021. 6. 24.(목) 18:00까지)까지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불합격처리

사.  원서접수 마감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의 사진(3x4cm)을 반드시 파일(jpg, gif 등)로 지원서 작성 시 사진란에 첨부함

아. 수험생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자. 원서접수 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진학사(☎1544-7715)로 문의 바람

차. 제출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카.  지원자는 수험기간 중 한밭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공지사항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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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특수대학원 모집요강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1. 모집단위별 인원 배정 / 모집단위별 과정별 모집인원은 추후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함

2. 사정원칙

•	각 학위과정(석사·박사)별, 모집단위별로 추후 배정되는 모집인원 내에서 전형요소 성적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3. 동점자 처리기준

▶ 일반·전문·특수대학원 모집전형 동점자 처리 기준

석사 박사

•	1순위 : 전공구술고사 점수가 상위인 자 

•	2순위 : 면접고사 점수가 상위인 자

•	3순위 : 학사학위과정 백분위 성적이 상위인 자

•	1순위 : 전공구술고사 점수가 상위인 자 

•	2순위 : 면접고사 점수가 상위인 자

•	3순위 : 석사학위과정 백분위 성적이 상위인 자

•	4순위 : 학사학위과정 백분위 성적이 상위인 자

※ 다만, 창업경영대학원 일반전형은 [별표1]과 같이 별도로 정한다.

Hanbat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합격자 선발방법9

Hanbat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전공구술고사 및 면접고사 전형일정8
1. 일 시 : 2021. 7. 6.(화) 14:00 ~ 

2. 장 소 : 각 지원학과 지정 고사장(장소는 지원학과에서 안내)

3. 유의사항

가.  지원자가 전공구술고사 또는 면접고사 중 어느 한 전형요소라도 불참한 경우 불합격 처리함

나.  전형기간 중 모든 공지사항은 본교(각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수험생은 수험기간 중 항상 게시공고의 제반 지시에 따라야 함

다. 수험생은 수험기간 중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

라.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함

마. 수험생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입학고사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사. 합격자 발표는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음

아. 합격자가 입학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자. 합격자는 학력조회와 관련된 협조를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학력조회 미회신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차. 졸업예정자로 합격한 후 학위 취득을 하지 못하였을 때(졸업이 안 된 경우) 2021. 8. 2.(월)까지 대학원 행정실로 연락하여야 함

카.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지원자는 구술면접 시 포트폴리오 지참

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규정 및 지침, 대학원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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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bat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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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10
1. 일 시 : 2021. 7. 16.(금) 16:00

2. 방 법 : 본교 홈페이지(https://www.hanbat.ac.kr)에 공고

※ 추가 합격자 발표 : 결원 발생 시 추후 공고

3. 등록금 납부 

가. 기간 : 2021. 8. 3.(화) ~ 8. 5.(목) 16:00까지

나. 장소 :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타 금융기관 불가)

다. 등록방법 : 대학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개별 출력하여 납부

※ 등록기간 내 미등록시 별도의 절차없이 합격이 취소됨

▶ [별표1] 창업경영대학원 일반전형 동점자 처리 기준

석사

•	1순위 : 전공구술고사 점수가 상위인 자 

•	2순위 : 면접고사 점수가 상위인 자

•	3순위

- 창업학과 : 학업(석사)계획서 점수가 상위인 자

- 테크노경영·금융부동산·회계자산관리학과 : 학사학위과정 백분위 성적이 상위인 자

4. 정원외 위탁생 전형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제 2조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고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및 영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이하 “정원 외 위탁학생”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을 말한다.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

2.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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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특수대학원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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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Hanbat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장학제도11
구분 장학금명 선발기준 지급액

신
입
생

신입생 우수 

특전 장학금

정원내
•	 학부성적 백분율이 66.6퍼센트 이상인 전일제 학생 

(석사에 한함) 중 TA, RA복무협약 체결자

입학금 전액+수업료 전액

정원외 입학금 전액+수업료 50퍼센트

 신입생 우수 특전 장학금 (대학원,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해당)

 한밭대학교 대학원 장학금 지급 지침(입학 후 첫학기 이수 후 적용)

※ 외국인 장학금 등 교내장학금은 학내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에 게시

•	외국인 장학금 어학성적 기준

•	후기 모집에서 입학한 신입생(외국인 포함)은 신입생 우수 특전 장학금만 해당

외국인 유학장학
토플(TOEFL) 텝스

(TEPS)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아이엘츠
(IELTS)PBT CBT IBT

A급 550이상 213이상 79이상 330이상 5급(고급)이상 6.5이상

B급 527이상 197이상 71이상 327이상 4급(중급)이상 5.5이상

구분 장학금명 선발기준 지급액

재
학
생

성적우수

장학금

A급
•	 직전학기 교과목 학점 6학점 이상 취득한 원생 중,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C 학점 과목이 없는 자

수업료 반액

B급 수업료 35퍼센트

C급 수업료 25퍼센트

군위탁생 장학금 •	교육부 군위탁생 취학 추천자 수업료 30퍼센트

특별장학금
•	 대학원 원우회 회장 및 총무로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수업료 50퍼센트

연구지원

장학금

논문게재 •	국내·외 학회 논문 게재
국제 75만원 이내  

국내 30만원 이내

영문학위번역 •	영문학위 논문 번역(실비) 번역료 60만원 이내

연구조교(RA)

장학금

•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내에 근무할 수 있는  

전일제 학생
예산 범위 내

교육조교(TA)

장학금

•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내에 근무할 수 있는  

전일제 학생
예산 범위 내

외국인유학

장학금*

학술교류
•	 본교와 국외대학 간에 체결된 학술교류 협정에 따라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
학술교류 협정에 따름

A급 •	 어학성적기준을 충족하고 직전학기성적이 4.0 이상인 원생 수업료 전액

B급 •	 어학성적기준을 충족하고 직전학기성적이 3.5 이상인 원생 수업료 45퍼센트

정원외 

외국인유학

장학금*

A급 •	 어학성적기준을 충족하고 직전학기성적이 4.0 이상인 원생 수업료 반액

B급 •	 어학성적기준을 충족하고 직전학기성적이 3.5 이상인 원생 수업료 35퍼센트



www.hanbat.ac.kr 21

1. 모집시기

가. 정기모집 : 매년 1학기 전(12월 ~ 1월 중순), 2학기 전(7월 중순)

나. 특별개관 : 매 학기 중

2. 생활관비(2021학년도 기준)

구분
생활관비

합계 비고
관리비 식비

1차 BTL관

(소나무동, 목련화동)

2인 1실

(장애인실 포함)
1,199,800원 775,000원 1,974,800원 1인 배정

3차 BTL관

(인재동, 미래동)

*공공요금 별도

1인 1실 1,071,600원

(1식) 341,400원 1,413,000원

(2식) 635,800원 1,707,400원

(3식) 824,800원 1,896,400원

2인실 1,199,800원

(1식) 341,400원 1,541,200원

1인 배정(2식) 635,800원 1,835,600원 

(3식) 824,800원 2,024,600원

※ 2021학년도 1학기 기준(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2인실을 1인 배정으로 운영중)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1차 BTL관(소나무동, 목련화동) 식사는 1일 3식 의무식

•	3차 BTL관(미래동, 인재동) 식사는 1일 1~3식 선택식

•	학생생활관 입사포기, 중도퇴사 환불은 학생생활관 규정에 따름  

3. 입사신청

•	 한밭대학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https://dorm.hanbat.ac.kr/)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입사신청 클릭 후 학번/수험번호로 로그인 하여 신청

•	문의처 : 042) 821-1938~194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https://dorm.hanbat.ac.kr) 참조

Hanbat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학생생활관 안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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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별 등록금                

                         (단위 : 원/학기)

구분 입학금 수업료 계 비  고 

대학원

석사

공학·이학·예체능계열 44,000 2,794,000 2,838,000

인문·경상·사회계열 44,000 2,095,000 2,139,000

박사

공학·이학·예체능계열 44,000 3,068,000 3,112,000

인문계열 44,000 2,106,000 2,150,000

경상계열 44,000 2,086,000 2,130,000

정보통신전문대학원(석·박사) 23,000 2,383,000 2,406,000

산업대학원(석사) 23,000 2,092,000 2,115,000

창업경영대학원(석사) 23,000 2,092,000 2,115,000

※ 2021학년도 등록금 기준으로, 추후 변동 가능

2. 등록금 납부기간

•	기  간 : 2021. 8. 3.(화) ~ 8. 5.(목) 16:00

•	장  소 : 국민은행

•	고지서 : 한밭대학교 홈페이지 → 「등록금고지서출력」에서 수험번호, 생년월일 입력 후 출력

※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

※ 고지서 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필히 은행납부 확인 필요

Hanbat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21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및 납부기간13



www.hanbat.ac.kr 23

붙임Ⅰ- 1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대  학  원   학위과정   

지 원 학 과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지원동기 및 포부   

교내·외 활동 및 경력   

인생관 및 직업관   

전공 관심분야 수학계획   

※		하단	서명	필수	기재

20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24 2021학년도 후기

일반·전문·특수대학원 모집요강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붙임Ⅰ- 2  연구계획서

연구계획서

대  학  원   학위과정   

지 원 학 과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1. 연구분야 : 

2. 연구목적 :

3. 연구방법(구체적으로)

※		하단	서명	필수	기재

20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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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Ⅰ- 3  대학원 학·연협동과정 추천서

추 천 서

생년월일

입사일자

:

:

성 명

최종학력

직 급

근 무 처

:

:

:

:

위 사람을 한밭대학교 2021학년도 후기 대학원 입학전형 학·연협동과정

 (                    )학과 석사학위과정 입학 지원자로 추천합니다.

추천기관 연락처 :

협약체결 기관장 :                                  (인)

20      .      .      .

한밭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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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특수대학원 모집요강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붙임Ⅰ- 4  학업(석사)계획서

수험번호

학 업(석사) 계 획 서

※주의사항

1. 표지포함 10 페이지 이하로 작성

2. 본문글자 크기는 11 포인트, 줄간격 180%로 작성

3. 기재사실과 실제내용이 다른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021학년도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창업학과

2021.        .        .

작성자 :                               (인)

2021학년도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창업학과



www.hanbat.ac.kr 27

1. 입학동기 및 창업자(창업전문가) 의지

창업가(창업전문가)	의지,	동기,	목표	등

2. 창업(창업전문가)관련 경험 및 경력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	창업전문가로서	수행했던	경험이나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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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특수대학원 모집요강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3. 사회활동 경험 및 경력

4. 창업(컨설팅) 아이템 개요

제품(서비스)	개요,	보유(이전)기술,	목표시장	및	시장	관련	내용	작성



www.hanbat.ac.kr 29

붙임Ⅰ- 5  Personal Statement

 1. Name : 

❖ English                                                                                            
                       First(Given name)                    Last(Family name)
❖ Korean                                                                                                
                       First(Given name)                    Last(Family name)

2. Personal Career

Period
(mm/dd/yy) ~ (mm/dd/yy) 

Workplace Position Activities

~

3. Family Relations

Name Date of Birth Relationship Occupation Company Telephone

4. Motive for Application
1) Motive for Application - Please, mark v in the box
❖ Recommendation of Professor          □ 
❖ Recommendation of Acquaintance    □
❖ Announcement in the Website         □      Others :  

2) Name of Reference and His/Her Contact Information  
❖ Name :                                                   ❖ Occupation  :                                           
❖ Tel. No.  :                                               ❖ Cell-Phone  :                                             
❖ E-mail  :                                            　　　　　

I certify that all information in this application is true.

                 Month                  Day                 Year

Applicant :                                                         (Signature)

Personal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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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특수대학원 모집요강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붙임Ⅰ- 6  Study and Research Plan

Study and Research Plan

 Degree Plan : Master’s Degree (        ), Doctoral Degree (        )

 Department :                              

 Major :                              

 Name

❖ English                                                                    
                       First(Given name)                Last(Family name)
❖ Korean                                                                    
                       First(Given name)                Last(Family name)

1. Self-Introduction : 

2. Motive for Application : 

3. Study and Research Plan : 

                 Month                  Day                 Year

Applicant :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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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Ⅰ- 7  유학경비부담서약서 1(재정보증인이 본인 또는 부모인 경우)

유학경비부담서약서
(Affidavit of Financial Support)

▢ 지원자정보 Applicant Information

-	성명(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	국적(Nationality):	

귀하의 유학경비를 부담할 개인이나 기관을 쓰시오.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sponsor to provide all the funds during applicant’s studies)

-	개인	또는	기관(Name	of	Sponsor):	

-	직업(Occupation):	

-	주소(Address):	

-	전화번호(Phone	Number):	

본인은 상기 지원자의 유학기간 중 일체의 경비 부담을 보증합니다.

(I/We hereby sponsor the above applicant all the funds including tuition & fees, living 
expenses, medical insurance and other miscellaneous expenses during his/her studies.)

날짜(Date):	

보증인(Guarantor):

서명(Signature):

한밭대학교총장 귀하

(To President of Hanbat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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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특수대학원 모집요강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붙임Ⅰ- 8  유학경비부담서약서 2(재정보증인이 지도예정교수인 경우)

유학경비부담서약서
(Affidavit of Financial Support)

▢ 지원자정보 Applicant Information

-	성명(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	국적(Nationality):	

귀하의 유학경비를 부담할 개인이나 기관을 쓰시오.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sponsor to provide all the funds during applicant’s studies)

-	개인	또는	기관(Name	of	Sponsor):	

-	직업(Occupation):	

-	주소(Address):	

-	전화번호(Phone	Number):	

본인은 상기 지원자의 유학기간 중 연구 수행 경비 지급을 통한 유학 경비부담을 보증합니다.

(I hereby sponsor the above applicant the funds including tuition & fees, and living 
expenses by providing research project expenses during his/her studies.)

날짜(Date):	

보증인(Guarantor):

서명(Signature):

한밭대학교총장 귀하

(To President of Hanbat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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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Ⅰ- 9  장학금지급예정확인서

장학금 지급 예정 확인서
(Confirmation Letter for Prearranged Scholarship Grant)

▢ 지원자 정보 Applicant’s information

-	성명(Name):	

-	생년월일(Birth	date):

-	학위과정(Planned	degree):	▢	Master’s	degree		 	▢	Doctoral	degree

-	지원	학과(Department):

-	지원	전공(Planned	major):	

본 대학에서는 한밭대학교 대학원 외국인 전형 상기 지원자에 대하여 학위과정동안 연구 수행 경비 

형식의 장학금을 지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This university will grant the scholarship to the applicant for admission to Graduate 
School of Hanbat National University during his/her studies by providing research 
project expenses.)

-	과제	명(Title	of	research):

-	연구책임자(Chief	of	research):

-	연구비(Amount	of	project	expenses):	금	 	 	 원정(₩	 					 											)

-	지원예정액(Amount	of	prearranged	research	grant	for	students):		매달	약	 								원	

-	연구기간(Period	of	research):	

-	지원예정기간(Period	of	granting):

20     년           월           일

지도예정교수(Prospective academic professor)

            학과(Department):   

 성명(Name):   (인) or Signature

한밭대학교총장
President of Hanbat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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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특수대학원 모집요강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붙임Ⅰ- 10 등록포기각서

등록포기각서

 수험번호 : 

 생년월일 : 

 성    명 : 

 연 락 처 :

 등록포기사유 : 

본 인 은  2 0 2 1 학 년 도  후 기  ◯ ◯ 대 학 원                   학 과 

                학위과정에 합격한 사실이 있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등록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성명 :                         (서명)

20     .        .        .

한밭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2021학년도 후기모집

산업대학원 계약학과 

[스마트생산경영공학과] 

모집요강

HANBAT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21학년도 후기모집 산업대학원

계약학과(스마트생산경영공학과) 모집요강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36

Hanbat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전형일정1

Hanbat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모집학과 및 인원2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 접수

2021. 6. 15.(화) ~

             6. 24.(목)

             18:00까지

•	 스마트생산경영공학과  

홈페이지 안내 

http://iecom.hanbat.ac.kr

•	방문 및 우편 접수

•	인터넷 접수 불가

전 형 료 50,000원 •	접수 시 납부

서류 제출

2021. 6. 15.(화) ~

             6. 24.(목)

             18:00까지

•	 스마트생산경영공학과  

홈페이지 안내 

http://iecom.hanbat.ac.kr

•	서류 도착일자 기준임

•	등기우편, 택배, 방문 제출

•	 방문제출은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전공 구술 및
면접 고사

2021. 7. 5.(월)

             19:00 ~ 

•	 스마트생산경영공학과  

홈페이지 안내 

http://iecom.hanbat.ac.kr

•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

합격자 발표
2021. 7. 16.(금)

             16:00 ~ 

•	개별 통지

•	 스마트생산경영공학과 홈페이지 

http://iecom.hanbat.ac.kr

등록금 납부
2021. 8. 2.(월)~

             8. 5.(목)
•	기업은행

•	등록금 납부계좌 개별통지

•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취소

대학원명 학위과정 수업형태 모집학과 모집인원

산업대학원 석 사 야간 스마트생산경영공학과 3명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연락함

2021학년도 산업대학원 계약학과(스마트생산경영공학과) 후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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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bat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제출서류4
가. 입학원서 [붙임Ⅱ- 1] 1부 (p.40)

나.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라. 재직 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산업체(사업장)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각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부 (병적사항 기재필)

바. 증명사진 2매 (3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동일의 사진, 합격 시 학생증 사진으로 활용)

사. 스마트생산경영공학과(석사과정) 입학 추천서 [붙임Ⅱ- 2] 1부 (p.41)

아. 연구계획서 및 학력조회동의서 [붙임Ⅱ- 3, 4] (p.42~43)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Ⅱ- 5] (p.44~45)

차. 입학추천서 1부.

카. 참여기업 신청서 1부.

Hanbat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지원자격(아래 모든 자격 충족대상자에 한함)3
가. 지원자격

•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2021년 8월까지 취득예정자 포함)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학사 및 석사과정 출신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	참여기업에서 학기 개시일(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다만,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

•	학위 과정의 교육 내용과 소속 기업의 업종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있는 자

•	병역법 제38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 복무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지원자격 제한

•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

•	본교(한밭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2021년 8월 졸업예정자로서 원서접수 기한 내 전적대학의 최종학기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

•	전적(출신) 대학에서 징계로 제적된 자

•	대기업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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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bat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심사내용 및 배점5
학과명 세부 심사 분야 배  점 계

스마트생산경영공학과
전공구술고사 60점

100점
면접고사 40점

합   계 총 100점

Hanbat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합격자 선발방법6

Hanbat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전형료7
50,000원 (카드 결제 불가)

가. 사정대상자의 전형구분(구술·면접고사 등) 성적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나. 동점자 처리기준

1) 1순위 : 구술고사 점수가 상위인 자

2) 2순위 : 면접고사 점수가 상위인 자

3) 3순위 : 학사학위과정 백분위 성적이 상위인 자

다.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형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1) 지원자격 미달(위반)자

2) 소정의 제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자

3) 전공구술·면접고사에 결시한 자

4)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라. 미등록 결원이 발생할 경우 성적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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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bat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지원자(수험생) 유의사항8
가. 원서접수에 관한 사항

1) 입학원서의 기재착오 및 구비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면 한밭대학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2) 지원자의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는 지원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학전형 기간 중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함

3)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함

4) 응시원서 접수 전 3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의 사진(3x4cm)을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시 사진란에 첨부

5) 접수기간에 우리 대학교의 다른 대학원(대학원,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산업대학원, 창업경영대학원)간 이중지원은 불가함

나. 면접고사에 관한 사항

1) 신분증과 수험표는 고사기간 중에 항상 휴대하여야 함

2) 수험생은 고사 당일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임의로 퇴실할 수 없음

다. 일반적인 사항

1) 제출서류 중 소정양식은 한밭대학교에서 지정한 양식을 사용함

2) 접수된 입학원서는 정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3) 성적은 공개되지 않으며, 본 대학의 수학능력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학을 불허할 수 있음

4)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밭대학교 학사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에 의함

5) 기타 공지사항은 한밭대학교 스마트생산경영공학과 홈페이지(http://iecom.hanbat.ac.kr)를 통하여 공지함

라. 합격자 유의사항

1) 합격자에 대한 모든 공지사항은 개별통지하지 않으며(예비합격자 제외) 합격자 명단은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함

2)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 처리하고 예비 합격자로 충원함

3)  등록금 납부 후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규정 제22조와 관련해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에 기간 내 미가입 또는 가입거부 

할 경우 합격 취소됨

 스마트생산경영공학과 : 042-828-8421 / FAX : 042-828-8456

 대학원 행정실 교학팀 :  042-821-1928,1063,1723,1722 / FAX : 042-821-1485

 학과 주소 : 우)3415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 한밭대학교 N4동 117호

스마트생산경영공학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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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Ⅱ- 1  스마트생산경영공학과 입학원서

2021학년도 산업대학원 입학원서(스마트생산경영공학과) 

사				진
(반명함판)

접수번호 수험번호

지 원 	 대 학 원 산업대학원

지 원 학 과 스마트생산경영공학과

과정 석사(		 		)		박사(									)

주/야 주간(									)		야간(		 		)

전공 스마트생산경영공학

이 	 	 	 	 름

한	글

한	자

영	문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		·		여

주 	 소 ▢▢▢▢▢

전 	 화 	 번 	 호 (								)																		- Mobile	 											-															-				 E-mail

학
력

년						월		~																			년								월
대학교																																	대학																										학과(졸업예정,	졸업)

(학위등록번호:																																																																	)	

년						월		~																			년								월
대학교																																	대학원																							학과(졸업예정,	졸업)

(학위등록번호:																																																																	)	

경
력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성적	①+② 4.5점만점	/	백분위점수
영어

능력	성적
자격증	
유		무

직장주소
①	전적대학 /

②	대							학 /

(성적표	첨부) (자격증		첨부)

직	장	명 직위

대학원 /
(박사과정	지원자만	기재) 전화번호 		(									)

근무
년수

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귀 대학교 산업대학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한밭대학교총장 귀하

접 수 자

전형료수납

※	수험번호	란은	기재하지	말	것

※	원서접수	시	원서와	동일한	사진	2매를	제출할	것(방문접수자는	계약학과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상	해당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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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Ⅱ- 2  스마트생산경영공학과 입학 추천서

산업대학원 스마트생산경영공학과 입학 추천서

추
천
자
인
적
사
항

및	

학
력

지 원 학 과 스마트생산경영공학과

성 	 	 	 	 명 	한	글	(																																																						)		한	자	(																																																						)	

주 민 등 록 번 호 	-	

자 택 주 소 ▢▢▢▢▢

연 	 락 	 처 전화번호	:											)														-																									Mobile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 사람을 2021학년도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스마트생산경영공학과 입학희망자로  

추천합니다.

.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직인)

한밭대학교총장 귀하

기

관

·

산

업

체

현

황

기관(산업체)명 재직부서 	

직 	 	 	 	 	 	 	 	 책 재직기간 년								월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													-														팩스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연월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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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Ⅱ- 3  연구계획서

연구계획서

대  학  원   학위과정   

지 원 학 과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1. 연구분야 : 

2. 연구목적 :

3. 연구방법(구체적으로)

※		하단	서명	필수	기재

20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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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Ⅱ- 4  국내대학 출신자 학력조회동의서

학 력 조 회 동 의 서

		국내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지원자(내국인/외국인)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This	form	is	mandatory	for	all	the	applicants.	Please	fill	the	form	in	Korean	or	English.)

			이	양식에	서명함에	따라,	한밭대학교가	본인이	이수한	학위과정에	관하여	진위를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학력조

회에	동의합니다.	

	 	(By	signing	this	form,	I	am	giving	my	agreement	and	hereby	authorize	Hanbat	National	University	to	verify	

my	degree/enrollment	records.)

귀하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학력조회 의뢰 용도로만 사용되고 엄중히 관리됩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The information you provide will be kept in strict confidence and will be used only for the purpose of degree 

verification. Thank you for your assistance.)

20                년               월               일

(Year/MM/DD)

지원자:                                      (서명)

Applicant                                Signature

1. 지원자 인적사항(Applicant Information)

성(Family	name) 이름(Given	name) 지원학과/세부전공(Intended	department/major)

수험번호(Applicant	Number) 생년월일(Date	of	Birth)

												월(mm)/													일(dd)/												년(year)

2. 학력사항(Education Record Request)

학교명

Name	of	Institution	Graduated

학위종류

Name	of	degree

학사	Bachelor	▢						석사	Master	▢	

기타	Other	▢																																	

학교주소

Address	of	institution	

Graduated

(우편번호(Zip-code))

이수학과	및	전공

Department	and	Major	

completed

최종졸업대학	학번

Student	ID	number

졸업(예정)일자

Date	of	(Expected)	Graduation
월(mm)/																						일(dd)/																						년(year)

재학기간

Period	of	Attendance
From									/								/											To												/								/									

							(mm)/	(dd)/	(year)									(mm)/	(dd)/	(year)

총	등록학기	수

Number	of		

Registered	Semesters

홈페이지	주소

Website	of	Institution	

Grad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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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Ⅱ-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한밭대학교 대학원 입학 전형 지원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한밭대학교 대학원 입학 전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항목

(필수)		지원자의	성명(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사진,		

학력,	전적대학	및	전적	대학원의	성적정보,	외국인	해당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선택)	지원자의	어학	성적,	자격증	정보,	직장명,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	직장	직위,	직장	근무년수

수집목적

1.	대학원	입학전형의	원활한	진행	및	전형	업무	처리

2.		합격자의	학력조회,	학적부	생성,	장학생	선발,	외국인	학생의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업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업무,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정보,	각종	학사관련	업무	처리	

보유기간
1.	지원자	정보	:	10년

2.	합격자	정보	:	영구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 수집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 		 미동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학원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선택) 수집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 		 미동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서	정한	

사무처리,	외국인학생의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업무,	외국인	학

생관리

•지원자 : 10년

•합격자 : 영구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학원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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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정보

학생기본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학번/수험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장학금	대출

신청	업무처리

이름,	학번/수험번호,	주민등록정보,		

등록금액	등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학생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업무

이름(영문),	생년월일,	성별,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표준입학허가사항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출신대학 학력조회 이름,	생년월일	및	학력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학원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였고,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합격이 취소됨을 동의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N1	 대학본부

N2	 아트홀

N3	 전기전자관

N4	 산업정보관

N5	 자동화관

N6	 화학환경관

N7	 기계관

N8	 소재관	및	공동실험실습관

N9	 공동실습관(2)

N10	 파워플랜트
N12	 동아리관
N13	 그린에너지관

S0	 국제교류관

S1	 도서관

S2	 학생회관

S3	 경상학관

S4	 인문사회관

S5	 산학연협동관

S6	 공동실습관(1)

S7	 체육관

S8	 건설공학관

S9	 한밭인큐베이터타운

S10	 디자인관
S11	 학군단

D1			독수리동
D2			소나무동
D3			목련화동
D4			인화동
D5			성실동
D6			창조동
D7			미래동
D8			인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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