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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외국인유학생 특별입학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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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접수 2019. 05. 23.(목)~06. 14.(금) 홈페이지(www.kumoh.ac.kr)

합격자발표 2019. 07. 11.(목) 11:00

39177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번지

금오공과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테크노관458호) ☎ 82-54-478-7223

☞우편접

수 가능

등   록 2019. 07. 23.(화)~07. 26.(금)

1. 등록금고지서 출력 : 홈페이지 공고

2. 등록 장소 :

농협 중앙회 금오공대지점(글로벌관 128호)

 2. 지원자격

가. 지원자격

나. 언어능력 지원자격 요건(아래의 언어 능력을 하나 이상 충족한 자)

어학시험 종류 주관
최저 지원자격 요건

석사 박사

TOPIK 국립국제교육원 3급 

TOEIC ETS 500 550

TOEFL(PBT) ETS 450 470

TOEFL(CBT) ETS 157 167

TOEFL(IBT) ETS 54 58

IELTS 영국문화원 4.5 4.5

TEPS 서울대학교 410 455

○ 학비감면기준(석․박사)은 교육부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 수준자의 선발 권장 기준임.

○ 지원자격 요건은 우리대학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응시한 어학  

시험 성적에 한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입학 가능하며,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

○ 모국어로 영어를 쓰는 공식적인 나라(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남아  

공화국)의 유학생인 경우 영어능력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일반대학원 지원자격

석사과정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으로 국내․외 대학의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우리대학이 인정하는 아래의 한국어능력시험 혹은 영어능력시험 성적 소지자

박사과정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으로 국내․외 대학의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우리대학이 인정하는 아래의 한국어능력시험 혹은 영어능력시험 성적 소지자

석․박사

통합과정
석사과정 지원요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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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초청외국인 유학생인 경우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정부초청외국인 대학원장  

 학생 학사지침」 에 따라, TOPIK 3급 합격 최소점의 70%(84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자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다. 우리 대학 학비감면(장학생) 선발기준(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8개 학기까지 지급 가능)

1) 장학종류 : 국제교류협력장학금

2) 장학등급 및 선발기준

가. 장학등급

등급 지급금액 지급기준

A급 등록금 전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입생은 어학성적, 재학생은

어학성적 및 직전학기 평점평균(3.5이상)에 따라

선발하여 지급

B급 등록금의 50%

C급 등록금의 30%

나. 선발기준

외국인유학생

어학성적 기준

토플 토익

(TOEIC)

텝스

(TEPS)

한국어

능력시험

아이엘츠

(IELTS)(PBT) (CBT) (IBT)

국제교류협력 장학금

B급(등록금 50%)
570이상 230이상 85이상 750이상 600이상 4급이상 6.0이상

※ 국제교류협력 장학금 A급 :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여 지급할 수 있음.

3) 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장학 혜택 제한

- 보험 미가입시 장학 혜택이 제한 될 수 있음.

- 신입생 :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보험가입 증명서 제출, 미제출시 장학금 환수

- 재학생 : 2018학년도 전기 입학생인 경우, 장학사정 기간 내에 보험가입 증명서 제출, 미

제출시 장학 즉시 취소



- 4 -

3.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석사과정

학위 모집
인원 모집학과 학위 모집

인원 모집학과

공학박사

00명

￭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00명

￭ 기계공학과 

￭ 기계시스템공학과 ￭ 기계시스템공학과

￭ 기계설계공학과 ￭ 기계설계공학과

￭ 전자공학과 ￭ 전자공학과 

￭ IT융복합공학과(학과간협동과정) ￭ IT융복합공학과(학과간협동과정)

￭ 컴퓨터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 소프트웨어공학과 ￭ 소프트웨어공학과

￭ 건축공학과 ￭ 건축공학과

￭ 토목공학과 ￭ 토목공학과 

￭ 환경공학과 ￭ 환경공학과 

￭ 산업공학과 ￭ 산업공학과

￭ 신소재공학과 ￭ 신소재공학과

￭ 고분자공학과 ￭ 고분자공학과

￭ 소재디자인공학과 ￭ 소재디자인공학과

￭ 화학공학과 ￭ 화학공학과

￭ 메디컬IT융합공학과 ￭ 메디컬IT융합공학과

￭ 광시스템공학과

이학박사

￭ 수학과 

이학석사

￭ 수학과 

￭ 물리학과 ￭ 응용화학과

￭ 응용화학과

경영학박사 ￭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경영학과

※ 물리학과는 박사과정만 광시스템공학과는 석사과정만 모집함.

※ IT융복합공학과는 학과간 협동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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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제출서류

(Required documents for application)
비고

① 입학지원서(서식1)(Application form)
- 사진 3.5cm×4.5cm부착

- 한국어(또는 영어)로 작성
② 대학(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Photocopy of diploma) - 한국어(또는 영어) 번역본 첨부

③ 전적대학(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Official transcripts : sealed)

④ 한국어 또는 영어능력시험 입증서류 원본 1부
(TOEFL or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score : if necessary)

- 지원자격 및 최저학력기준참조

⑤ 지원자의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사본

⑥ 주민등록등본에 해당하는 서류
- 중국인의 경우 전 가족사항이 기재된 호
구부 및 전 가족의 거민 신분증 사본

⑦ 자기소개서(서식2)(Essay)

⑧ 수학계획서(서식3)

⑨ 예금잔고증명서(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한 것) 또는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Bank statement or other financial
certifications)

- 체재비 등 1년간의 평균 소요경비 이상의  

본인(또는 재정 보증인)의 국내․외 은행이  

발급한 예금 잔고 증명서(영문) 또는 타기  

관의 장학금 지급예정 증명서

※ 또는 본교 지도예정교수의 재정지원확  

인서 제출자

- 체재비 심사기준(외국인 유학생 사증발 

및 체류관리 지침) : 비 수도권 미화 

18,000 달러 상당
⑩ 출신대학교 교수추천서(서식4)
(letter of recommendation)

※ 상기 제출서류(원본제출)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국제교류교육원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자는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5. 전형료 및 전형방법

가. 전형료 : 무료

나. 전형방법 : 인터넷접수(http://www.kumoh.ac.kr) 및 서류제출 → 학과 심사 →

대학원위원회(입학사정) 심의 

 6. 숙소 제공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교내 생활관(기숙사)을 제공하되 관리비 및 식비는 입주한  외국인 유학생이

부담하여야 함.

http://www.kumo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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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지원자 유의사항

1. 제출서류 관련사항

가.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원본서류가

도착되어야 한다.(타 언어로 표기된 경우는 공증된 번역본 첨부)

나. 사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 반드시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원본대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 본인의 탈모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라.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본교 개학 전까지 졸업증명서 원본을 제

출하여야 한다.

마.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서류위조․변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

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바.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사. 정확한 자격심사를 위하여 제출서류 이외의 부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2. 기타 사항

가.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나. 연락처는 전형기간 중 항상 연락이 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전형기간 중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자 책임으로 한다.

☞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금오공과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으로 반드시 연락하여야 

한다.

다. 합격자는 본교 홈페이지(www.kumoh.ac.kr)또는 국제교류교육원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는다.

라. 전형기간 중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은 본교 홈페이지(www.kumoh.ac.kr)에 공고하

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는다.

마.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바. 중국인 입학허가자는 China Academic Degree Graduate Education Development Center의 학위

증명(http://www.cdgdc.edu.cn) 또는 주한중국대사관 교육처에서 발급한 학력인증확인서

(http://www.eoe.or.kr)를 제출하여야 한다(한국의 대학교 졸업자는 제외).

사.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8. 문의처

가.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금오공과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TEL : 82-54-478-7223 / FAX : 478-7222)

나. 주 소 : (39177)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금오공과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테크노관 458호)

http://www.cdgdc.edu.cn
http://www.cdgdc.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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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학기당 등록금

※ 등록금은 2019학년도 기준이며,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구 분  학    년 1학기(신입생) 2학기(재학생)  계 

 대학원 

 이학 

 입 학 금 184,000 　 184,000 

 수 업 료 2,082,000 2,082,000 4,164,000

 계 2,266,000 2,082,000 4,348,000

 공학,

인문사회 

 입 학 금 184,000 　 184,000 

 수 업 료 2,286,000 2,286,000 4,572,000

 계 2,470,000 2,286,000 4,7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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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Registration Number) 2019년도 후기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지원서
(Application for Admission)

사진

(photo)

(3.5×4.5㎝)

※Do not write in this

area.

※ 반드시 한국어나 영어로 컴퓨터 타이핑 할 것(Please Computer Typing Only in Korean or English)

학위과정

(Degree Program)

□ 석사(Master's Degree)
□ 석․박사통합

(Combined Master's &
doctorate degree)
□ 박사(Doctoral Degree)

지원학과

(Department)

지도예정교수

(Supervisor)

인적사항(Personal Information) 어학시험성적
(Language test scores)

1. 이름(Name)

한국어(Korean)

* 성(Family name), 이름(Given name)

영  어(English)

* 성(Family name), 이름(Given name)

모국어(Mother)

2. 출생국(Country of birth)

3. 국적(Country of citizenship)

4. 출생지 : / /
(Place of birth) 시(City) / 도(State) / 국가(Country)

4. 성별(Sex) : 남(Male) / 여(Female)

5. 생년월일 : / /
(Date of Birth) 년(Year) 월(Month) 일(Date)

6. 여권번호(Passport Number) :

7. 체류자격(Status of Visa) :

8. 외국인등록번호 : No.

(Alien Registration)

9. 입국일자(Date of Entry) :

10. 본주소(Address in Home Country)

전화(Phone) :

이메일(E-mail) :

11. 현주소(Address in Korea)

전화(Phone) :

이메일(E-mail) :

12. 대한민국 내 긴급 연락처(Contact Point in Korea)

이름(Name) :

전화번호(Tel) :

관계(Relationship) :

학력(Educational Background)

교육과정
학교명

(School name)
주소 

(Address)
입학일
(From)

졸업일
(To)

수학
기간
(Year)

졸업구분
(Graduation) 

O,X

학위
(Degree or
Diploma)

고등
(High)

대학
(University)

대학원
(Grad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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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신청여부 (Application for Dormitory)

신청합니다. (I want to stay at dormitory.)

신청하지 않습니다. (I don't want to stay at dormitory.)

가족사항 (Family Members)

관계

(Relation)

성명(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나이
(Age)

직업
(Occupation)한글(Korean) 영문(English)

모국어

(Mother Tongue)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 (Financial Affidavit)
※ 귀하의 유학경비를 부담할 개인이나 기관명을 쓰시오. 

(Indicate the person(including yourself) or organization that will be responsible for your 

tuition fee and living  expenses).

▮ 개인 또는 기관명(Name) :

▮ 관계(Relationship) :

▮ 직업 : 개인인 경우(Occupation) :

▮ 주소(Address) :

▮ 전화번호(Phone No.) :

※ 본인은 상기 지원자의 유학기간 중 일체의 경비부담을 보증합니다.

(I guarantee that I will be responsible for this applicant's tuition fee and living expenses during his/her study

at your university.)

▮ 이름(Name) :

▮ 서명(Signature) :

▮ 연월일(Date) : / /

연도(Year) 월(Month) 일(Date)

본인은 위 지원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on this form is accurate and complete.

/ /

연월일 (Year / Month / Date ) 서     명(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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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자 기 소 개 서(Self-introduction)
※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세요.(In Korean or English) 

성명(Name) 국적(Nationality)   

생년월일

(Date of Birth)
지원학과

(Department)

지원과정

(Degree you apply)
□ 석사(Master's Degree) □ 석․박사통합(Combined Master's & Doctoral Degree) □ 박사(Doctoral Degree)

 1. 가족관계(Family Information)

 2. 성장과정(Growth Process)

 3. 학력사항(Educational Course)

 4. 취미 및 특기(Taste and Special Ability)

 5. 장래 희망(Hope in the Future)

 6. 기타(Th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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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수 학 계 획 서(Study Plan)
성명(Name) 국적(Nationality)   

생년월일

(Date of Birth)
지원학과

(Department)

지원과정

(Degree you apply)
□ 석사(Master's Degree) □ 석․박사통합(Combined Master's & Doctoral Degree) □ 박사(Doctoral Degree)

1.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목적

  (Purpose of Study at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2.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 및 선택 이유

  (What major do you want and why do you select it?)

3. 금오공과대학교의 교육과정 학습계획

  (Study Plan of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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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KUMOH  NATIONAL  INSTITUTE  OF  UNIVERSITY

RECOMMENDATION  FOR  ADMISSION
 

* Please type or print clearly in Korean or English

TO BE COMPLETED BY THE APPLICANT
 

  Applicant’s Name :                                                                      

                                  Last                                   First

  Nationality :                         Date of Birth (DD/MM/YY) :                         

  Applying for admission to study   in the department :                                           

  Program   :  □ Bachelor  □ Master’s    □ Doctor’s  □ Master’s &   Doctoral Combined

                                                                                       

                                                                                         

                 Applicant’s   Signature                         Date(DD/MM/YY)                 

 

 
TO BE COMPLETED BY THE RECOMMENDER
  
  Recommender   Name :                                                                    
  Title / Position :                           Organization / Institution :                       
  Address :                                                                              
                                                                                        
       City                    State                        Zip                    Country
 
  Telephone   Number :                         E-mail :                                     
 
 * Please rate the applicant by checking the appropriate box. Relative to other students you have known, 
how do you rate this applicant in terms of :

 Excellent Good Above     
Average

Average Below     
Average

Academic Achievement      
Analytical Ability      
Academic Motivation      
Research Aptitude      
Intellectual Ability      
Leadership Potential      
Written English      
Oral English      
Interpersonal Skills      
Imagination & Creativity      
Self-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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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w long have you known the applicant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2.  What do you consider the applicant’s most outstanding talents or characteristics? 
 

 
3.  What are the applicant’s chief liabilities or weaknesses?
 

4. The admissions committee would appreciate any additional statement you may

wish to make concerning the applicant’s aptitude for advanced study or his/her

potential for becoming a successful manager and leader, if appropriate.

 
 

                                                                                              
                Recommender’s Signature                                 Date(DD/MM/YY)
 

※ Letter of recommendation must be sealed with recommender’s signature on envelo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