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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북대학교 소개

  역사

  ‧ 1946년 국립대학 승격(대구사범대학, 대구의과대학, 대구농과대학)

  ‧ 1951년 국립 경북대학교로 개편(사범대학, 의과대학, 농과대학, 문리과대학, 법정대학)

  ‧ 1953년 대학원 설치

  ‧ 2020년 현재 17개 대학, 2개 독립학부, 68개 학과(26개 학부), 11개 대학원, 126개 연구소

 현 황

  ‧ 4개의 캠퍼스로 구성

  ‧ 총 재적학생 수 35,307명, 학부생 29,311명, 대학원생 5,996명, 외국인 유학생 1,903명

  ‧ 전임교원 1,192명, 직원 1,196명, 누계 졸업생 242,194명

 위 상

  ▸인정받는 대학

    - 교육부 지정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유치‧관리 5년 연속 인증기관(2015.3월~)

    - 국내 국립대학 1위

   - 국내대학 10위

  ▸학생 중심의 대학

    - 학생 장학금액 756억 원 지급, 수혜인원 35,368명, 수혜율 63.9%

    - 미국 명문 예일대 등 재학생 파견(UC버클리대 29명, 위스콘신대 20명, 예일대 17명)

2019

‧ QS 세계대학 취업능력랭킹

‧ 코스닥 CEO배출 대학 순위, 경북대 출신 27명

‧ 라이덴랭킹 세계 상위 1% 논문비율

  (국제 논문 5천 편 이상 발표 대학 중 공동저자 동등 비율집계)

‧ 상해교통대학 고등교육원 세계대학 학술 순위(ARWU)

‧ US News & World Report‘베스트 글로벌 대학’

‧ 세계대학랭킹센터(CWUR) 대학평가

2019
‧ 라이덴랭킹 세계 상위 1% 논문비율

‧ US News & World Report‘베스트 글로벌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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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를 키우는 대학

   - 졸업생 유지 취업률 국립대 중 최고

   - 졸업생 취업 타 대학 비교 두각 

     ·최근 3년간 대기업 취업 2,394명, 공공기관 취업 1,337명

 ▸교수 역량이 있는 대학

   - 교수 1인당 SCI급 논문 실적 국립대 중 최고

   - 전자공학부 이상문 교수 및 화학과 정성화 교수 :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위 

1% 연구자(HCR) 선정

   - 물리학과 김홍주 교수 등 4명 :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 Nature, Science 논문 게재

   

 ▸정부가 투자하는 대학

   -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확보액 국립대 최고(318,116백만 원)

   - 대형 연구개발사업 수주

     ·선도연구센터사업(ERC) 등 총 연구비 수주금액 : 15개 사업 191,941백만 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 한국에 대한 이해력 제고 및 한국 유학생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ex, 대구시티투어, 문화탐방, 유학생의 날, K-pop댄스 경연대회 등)

 ▸튜터 프로그램 : 외국인 학생 소속 선배와 1:1로 매칭되어 한국어, 한국문화, 수업 

및 학교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음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특강, 국내외 현장실습프로그램 참가 기회 제공, 취업정보 제공 등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입학 첫 학기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여 대학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졸업생 환송회 : 매 학기 본교를 졸업하는 외국인 졸업예정생들을 위한 환송회를 

개최하여 졸업 축하의 장 마련

 ▸국제화 프로그램 : 교환학생 프로그램 및 Summer School 등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

하여 해외 교류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외국인 유학생 맞춤 상담 프로그램 : 유학생들이 대학생활 중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1:1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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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입학전형 안내

 입학절차

온라인 

원서접수

지원서류 

제출

지원자격

심사

학과별 

면접구술고사

재정서류

제출

전형위원회 

심사
합격자 발표

등록금 납부
-한국체류자 : 7월 중순

-해외체류자 : 8월 말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한국체류자 : 7월 중순 등록금 

              납부 확인 후 배부

-해외체류자 : 7월 중순 우편 발송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입학

 전형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원서
접수

온라인 원서 접수 2020. 4. 27.(월)∼5. 8.(금), 18:00까지
국제교류처 홈페이지
참조 

지원서류 접수 2020. 4. 27.(월)∼5. 14.(목), 18:00까지 국제교류처(GP608)

지원자격 심사 2020. 5. 15.(금)∼5. 25.(월) 부적격자 개별 통지

면접구술
고사

1지망 학과 2020. 5. 26.(화)∼6. 3.(수)

2지망 학과 2020. 6. 12.(금)까지 1지망 부적격자 대상

재정능력 입증서류 접수 2020. 6. 19.(금)까지 면접구술고사 적격자

전형위원회 심사 2020. 6. 24.(수)까지

TOPIK 성적표 추가 제출
·69회 성적 : 2020. 5. 22.(금), 10:00까지
·70회 성적 : 2020. 7. 3.(금), 10:00까지

입학지원 시 수험표 
제출자에 한함

합격자 발표 2020. 7. 3.(금)
국제교류처 홈페이지 
및 Email

표준입학허가서 교부

2020년 7월 중순

한국체류자 : 등록금 납부 후 국제교류처 방문 수령
해외체류자 : 지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

등록금 납부 1차 : 2020년 7월 중순 / 2차 : 2020년 8월말 구체 일정 추후 통보

학력확인서류 접수 2020. 8. 3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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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

1. 모집인원 : 학과 별 약간 명(정원외 특별전형)

※ 경상대학 경영학부는 학기당 7명 내외, 경제통상학부는 5명 내외 선발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는 학기당 3명, 역사교육과는 1명 이내 선발

2. 모집단위

▢ 대구캠퍼스

단과대학 신입(『 』학과는 2지망 지원 가능) 편입(2지망 지원 불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사학과 철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중어중문학과 고고인류학과 중어중문학과 고고인류학과

일어일문학과 한문학과 일어일문학과 한문학과

노어노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지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지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 『사회복지학부』 심리학과 사회복지학부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물리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부(생명공학전공)』 화학과 생명과학부(생물학전공)

『지구시스템과학부』 생명과학부(생물학전공) 생명과학부(생명공학전공) 통계학과

『통계학과』
지구시스템과학부

(지질학전공)

지구시스템과학부

(천문대기과학전공)

지구시스템과학부

(해양학전공)

경상대학 경영학부 경제통상학부 경영학부 경제통상학부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금속신소재공학전공)

신소재공학부

(전자재료공학전공)

응용화학공학부 건축학부(건축학전공) 기계공학부 토목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고분자공학과』 섬유시스템공학과
응용화학공학부

(응용화학전공)

응용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

환경공학과 에너지공학부 고분자공학과 섬유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과  에너지공학부

IT대학

전자공학부 컴퓨터학부 전자공학부 컴퓨터학부

전기공학과
컴퓨터학부(글로벌소프트웨

어융합전공)
전기공학과

컴퓨터학부(글로벌소프트

웨어융합전공)

예술대학 『국악학과』 국악학과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모집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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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캠퍼스

※ 비고

   ① 대부분의 강좌는 한국어로 수업이 진행되나 일부 교과목에 한하여 영어로 진행됨

      (영어강의 시행여부는 개별 학과로 문의)

② 대학 신입 과정 지원자는 학과를 2개 선택(1지망, 2지망)할 수 있으며, 위 모집단위에서 

『 』표시 학과만 2지망으로 선택 가능 (편입 과정 지원자는 2지망 지원 불가)

   ③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5년제 과정임

④ 불어불문학과, 신문방송학과는 한국에서 직접 면접 가능한 자만 지원 가능

단과대학 신입(『 』학과는 2지망 지원 가능) 편입(2지망 지원 불가)

농업생명

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식품공학부』 응용생명과학부 식품공학부

『산림과학․조경학부』 『원예과학과』
산림과학·조경학부

(임산공학전공)

산림과학·조경학부

(임학전공)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바이오섬유소재학과』
산림과학·조경학부

(조경학전공)
원예과학과

『농업경제학과』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농업토목공학전공)

바이오섬유소재학과 농업경제학과

생활과학대학

아동학부 의류학과 아동학부(아동가족학전공) 아동학부(아동학전공)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행정학부 『행정학부』 행정학부

단과대학 신입(『 』학과는 2지망 지원 가능) 편입(2지망 지원 불가)

생태환경대학

『생태환경시스템학부』
『생태환경관광학부

 (생물응용전공)』

생태환경시스템학부

(식물자원환경전공)

생태환경시스템학부

(산림환경자원전공)

『레저스포츠학과』
『생태환경관광학부

 (생태관광전공)』

생태환경관광학부

(생물응용전공)

생태환경관광학부

(생태관광전공)

『축산학과』 『축산생명공학과』 말/특수동물학과 레저스포츠학과

『말 / 특수동물학과』 축산학과 축산생명공학과

과학기술대학

『건설방재공학부』 『정밀기계공학과』
건설방재공학부

(건설방재공학전공)

건설방재공학부

(건설환경공학전공)

『자동차공학부』 『소프트웨어학과』 정밀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부

(친환경자동차전공)

『식품외식산업학과』 『나노소재공학부』
자동차공학부

(지능형자동차전공)
소프트웨어학과

『융복합시스템공학부』
『섬유패션디자인학부

(섬유공학전공)』
식품외식산업학과

나노소재공학부

(에너지화공전공)

『섬유패션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나노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전공)

융복합시스템공학부

(항공위성시스템전공)

융복합시스템공학부

(플랜트시스템전공)

섬유패션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섬유패션디자인학부

(섬유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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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과대학 전 학과(부), IT대학 전기공학과, 컴퓨터학부(글로벌소프트웨어융합전공 

제외),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반드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ABEEK)을 이수하여야 하며, 편입학일 경우 전적대학의 

학점인정 정도에 따라 졸업이 1~2학기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⑥ 예술대학 디자인학과, 미술학과, 음악학과는 3월 입학만 가능

⑦ 사범대학은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정원(외)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준수하여 입학 

정원의 10% 이내로 선발하며, 신입학만 가능함 

   ⑧ 중국현지특별전형 합격자들은 반드시 예비합격을 받은 학과로만 지원 가능

      ※ 2지망 지원 불가, 지원학과 변경 불가

 지원자격

< 국적관련 : 신·편입학 지원자 공통 >

⦁부모 및 지원자 모두 외국국적을 소지한 외국인(지원학생이 대한민국 고교과정에 상
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한국과 이중 국적자인 경우 지원불가

⦁국적은 접수 마감일 기준임

 1. 신입학

 •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한국의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자(2020년 8월 이전 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성인교육, 국내·외 검정고시 등은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음

※ 중국직업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불가. 단, 본교와 협정이 체결된 학교일 경우

별도 심사를 거쳐 직업고등학교 졸업(예정)자도 선발 가능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

국

학

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12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11년제 이하는 인정하

지 않으며, 국내에서 고등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11년제의 경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과

정으로 인정
  -  또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 국가의 대학에서 이수

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해당 국가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2년간의차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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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입학

가.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0년 8월 이전 졸업예정자 포함)

나. 일반편입 : 국내·외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2020년 8월 이전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전적(출신)대학 취득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 3년제 대학에서 2년을 이수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음

※ 학점제도가 없는 대학 출신자는 편입학 지원 불가

※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3. 언어능력 지원자격

가. 아래 11개 학과 신청자는 2020. 5. 14.(목)까지 반드시 해당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69회 TOPIK 응시자는 지원 당시 69회 수험표로 지원 후, 해당 성적표를

2020. 5. 22.(금), 10:00까지 제출하여야 함

학  과 언어능력 지원자격

신문방송학과, 지리학과, 경제통상학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철학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국어교육과, 사회복지학부, 불어불문학과

경영학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경북대 한국어과정 Level 6 수료자

행정학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국내 한국어교육기관 한국어 과정 Level 4 이상 수료자

나. 위 11개 학과(부)를 제외한 기타 학과 지원자는 아래 언어능력을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함.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제출자

※〈제69회, 제70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응시자는 지원당시 수험표로 지원 가능.

다만, 2020. 7. 3.(금), 10:00시 까지 3급 이상 성적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② 대학부설 한국어교육기관 한국어과정 3급 이상 수료자

③ 한국어 능력은 있으나 한국어능력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에 영어능력시험 TOEFL 530

(CBT 197, iBT 71), IELTS 5.5, TEPS 600, CEFR B2 이상 성적도 제출 가능 

       ※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의 국적을

소지한학생은교육과정이수증빙서류(졸업증명서등)로 어학능력대체가능

다. 중국현지특별전형 합격자는 예비합격통지서로 지원 가능

    ※ 다만, 2020. 7. 3.(금), 10:00시 까지 본인이 지원한 학과에서 요구하는 어학성적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고등학교 졸업 자격인정 기준시점
  ○ 본교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개시 전일. 다만,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
     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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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방법

1. 원서 접수

가. 온라인 원서접수

① 접수기간 : 2020. 4. 27.(월) ∼ 5. 8.(금), 18:00까지

② 접 수 처 : 국제교류처 홈페이지(http://gp.knu.ac.kr) - 외국인 입학 – 외국인 특별전형

– 학부 ‘온라인원서접수’ 클릭

③ 수험번호 : 온라인 원서 접수 시 수험번호 자동 생성 부여

◈ 온라인 원서접수 절차

1. 경북대학교 

국제교류처

(또는 영문/중문) 

홈페이지 접속

2. ‘외국인입학’  

-‘외국인 

특별전형’클릭

3. 학부 

온라인원서접수 

클릭

4. 진학어플라이 

회원가입 및 로그인

5. 유의사항 

확인

6. 원서작성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파일
업로드)

7. 전형료 결재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가능)

8. 수험표 및 

입학원서 출력

▸전형료를 결재하여야 정상적으로 접수가 이루어지며, 전형료 결재 후에는 원서 

내용 수정 불가

▸온라인 원서접수 마감일(2020년 5월 8일 18시) 이전까지 원서접수 취소 시 전형료

100% 환불가능,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지원 취소 시 전형료 환불 불가

▸원서접수 완료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수험번호 4자리를 반드시 

기억하여야 함

▸온라인 원서접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지원서류 마감일(2020년 5월 14일)까지 모든 

지원서류 미제출 시 전형대상자에서 제외됨

▸온라인 원서접수 마감 당일에는 접속 폭주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람

▸온라인 원서접수 관련 문의 : ㈜진학어플라이 +82-1544-7715
나. 지원서류 제출

① 제출기간 : 2020. 4. 27.(월) ∼ 5. 14.(목), 18:00까지

② 제 출 처 : 국제교류처 (글로벌플라자 608호)

③ 제출방법 : 온라인 원서 접수 완료 후 입학신청서를 출력하여 “ 지원서류”

목록의 각종 서류와 함께 제출(재정관련 서류는 면접구술고사 통과 후 제출)

2. 자격심사

가. 심사기간 : 2020. 5. 15.(금) ∼ 5. 25.(월)

나. 심사방법 : 외국인 여부, 학력 및 언어능력의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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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과심사(면접구술고사)

가. 고사기간

① 1지망 학과 면접구술고사 : 2020. 5. 26.(화) ∼ 6. 3.(수)

② 2지망 학과 면접구술고사 : 2020. 6. 12.(금)까지

나. 고사방법 : 학과별 직접 면접 또는 전화 면접

① 학과에서 지원자에게 고사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 공지함

② 신입학 지원자 중 1지망 학과 면접구술고사에서 “부적격” 평가된 자에 대하여  

2지망 지원 학과에서 면접구술고사 실시

※ 중국현지특별전형에 합격한 학생은 학과심사(면접구술고사) 면제

4.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시 : 2020. 7. 3.(금) 예정

나. 발표방법 : 본교 국제교류처 홈페이지(http://gp.knu.ac.kr) 공고 및 개인별 이메일 알림

 지원서류

1. 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지원 서류 신입 편입 비고

① 온라인 입학원서 ○ ○ ·온라인 원서접수후 출력제출

②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 ○
·본교 서식 사용
(본교 홈페이지 및진학어플라이에서다운로드)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중국 : 번역공증본 제출
·중국 외 : 아포스티유확인서혹인영사확인을

받은서류제출
·대학 성적 : 과목당 학점 및 백분위

성적 표기

④ 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

⑤ 대학(교) 재학/졸업 증명서

(수료, 수료예정, 졸업, 졸업예정)
× ○

⑥ 대학 전 과정 성적증명서 × ○

⑦ 공인어학능력증명서(TOPIK, IELTS 등)
* 2018. 5. 8. 이후 발급 성적만 인정 ○ ○ ·최근 2년 이내 발급 성적만 인정

⑧ 제69회/제70회 TOPIK 수험표 △ △
·제69회/제70회 TOPIK 시험 응시자는
필수 제출

⑨ 한국어연수기관의 과정수료(또는 재학)
및 성적증명서

△ △
·한국 내 한국어연수과정 재학(수료)자는
필수 제출

⑩ 여권 사본 ○ ○ ·아래 주의사항 참고

⑪ 외국인등록증 사본 (앞뒷면 모두 제출) △ △ ·한국 체류자만 제출

⑫ 부모 국적 및 가족관계 입증 서류 ○ ○ ·아래 주의사항 참고

⑬ 예비(조건부)합격통지서 △ △ ·아래 주의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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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사항

① 모든 지원서류는 반드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함(이메일 제출 불가)

② 서류 제출 시, 위 지원서류 목록 순서대로 제출 (스테이플러, 클립 등 사용하지 말 것)

③ 부모 국적 및 가족관계 입증 서류

- 지원자 및 지원자 부모의 관계 및 국적이 명시된 서류(반드시 번역 공증본 제출)

* 원본 서류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된 경우 원본만 제출

- 중국인 : 가족사항이 기재된 호구부 복사본(원본X), 신분증 복사본(원본X),

본인호구와 가족 호구가 분리된 경우는 친족관계증명서 공증서 원본 제출

- 부모가 사망(이혼)한 경우 사망(이혼)증명서 제출

④ 졸업예정자 

- 졸업증명서 : 원서접수 시, 출신학교에서 발급받은 ‘졸업예정증명서(졸업예정일 표기)’ 제출,

단, 최종합격할 경우 졸업증명서(원본 및 공증서)를 2020. 8. 31.(월)이전

까지 국제교류처로 제출하여야 함

- 성적증명서 : 원서접수 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성적증명서 제출, 졸업 후의 

최종성적증명서는 2020. 8. 31.(월)이전까지 국제교류처로 제출하여야 함

⑤ 중국 현지특별전형 합격생 : 중국에서 시행한 현지 특별전형에 예비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기 교부한 ‘예비(조건부) 합격통지서’를 지원서류와 함께 제출

⑥ 여권 : 기간만료 이전의 여권 사본 제출

-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학생은 해외 출국에 사용가능한 ‘국제여권’ 제출

⑦ 원본 서류가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표기된 경우는 반드시 공증된 번역본 첨부

- 제출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공증한 서류만 유효

2. 재정능력 입증서류

 가. 제출대상 : 면접구술고사 통과자

  나. 제출시기 : 학과면접구술고사 결과 발표 후부터 2020. 6. 19.(금)까지

  다. 제출서류 : 다음① , ② , ③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재정능력 : 본인일 경우

       ‧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USD 18,000 상당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 제출일기준 30일이내발급한것을원칙으로함, 단 잔고증명서상에유효기간이있는서류에

대해서는유효기간까지유효한증명서로인정(단, 발급일로부터최대 6개월까지만인정)

    ② 재정능력 : 부모일 경우

       ‧ 부모 명의로 된 USD 18,000 상당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및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벡․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



- 11 -

※ 제출일기준 30일이내발급한것을원칙으로함, 단 잔고증명서상에유효기간이있는서류에

대해서는유효기간까지유효한증명서로인정(단, 발급일로부터최대 6개월까지만인정)

       ‧ 부모의 재직 및 수입증명서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모가 없는 경우에 형제자매 가능, 부모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 엄격히 제한

    ③ 기타 장학금 지급예정 증명서

자국 정부 및 기관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기타 기관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 장학금 총액이 USD18,000 상당에 부족할 경우, 부족금은 ①또는 ②의 방법으로 추가

재정보증을 해야 함     

3. 학력확인서류

가. 제출대상 : 최종 합격자

나. 제출시기 : 2020. 8. 31.(월)까지 ※ 미제출 시 입학취소

 다. 제출서류

① 중국국적 : 중국고등교육학생정보망(www.chsi.com.cn/xlrz)에서 발급한 졸업인증서

⑴ 신입학 : 중국중등교육학력인증보고(中国中等教育学历认证报告) 원본

⑵ 편입학 : 중국고등교육학력인정보고(中国高等教育学历认证报告) 원본

② 중국 이외 국적 : 다음 ⑴, ⑵의 서류 중 택일하여 제출

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력서류

⑵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

※ 외국학교 졸업자에 한함. 한국학교 졸업자는 위 학력확인서류 제출 불요

 전 형 료

1. 전형료 : 6만원

2. 납부방법

가. 반드시 온라인 원서입력프로그램 상에서 결제

※ 결제 방법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안내사항 참조

나. 원서접수 기간 내 전형료 미결제시 원서접수 자동 취소

다. 전형료 결제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고, 신청서가 출력이 되면 원서접수가 완료된 

것이며, 이후 입학신청서 수정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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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 유의사항

1. 모든 지원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타 언어로 표기된 경우는 공증된 번역본 첨부

2. 지원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허가 취소

3.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2020. 8. 31.(월)까지 졸업증명서 원본을 

국제교류처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입학허가 취소

4. 입학원서에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를 잘못 기재하거나 연락 두절로 각종 안내가 불가능

하게 되어 합격이 취소된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5. 입학전형에 합격한 후 관련기관의 사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비자발급이 되지 않아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입학허가가 취소됨

6. 각종 장학금 수혜 예정자는 수혜 예정금액이 USD18,000 이상일 경우,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장학금 지급기관에서 발급한 수학기간 동안의 학비지급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전형료 및 지원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다만, 졸업증명서 원본은 전형 완료 후 반환)

8.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9. 국내 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은 반드시 자국 또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10.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교 국제교류처에서 결정함

11. 본 모집요강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작성되었으며,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한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함

 장학금

1. 신․편입생 TOPIK 장학금

가. TOPIK 3급 소지자 : 첫학기 [수업료1] 면제(학비의 16~20%정도)

나. TOPIK 4급 소지자 : 첫학기 [수업료2] 반액 면제(학비의 40~42%정도)

다. TOPIK 5, 6급 소지자 : 첫학기 [수업료2] 전액 면제(학비의 80~84%정도)

2. 재학생 TOPIK 장학금

❍ 본교 재학기간 내 TOPIK 3급 소지자 및 TOPIK 성적 미소지자 중 TOPIK 4급 

이상 성적 취득 → 1회에 한하여 500,000원 현금 지급 

3. 성적우수 장학금(입학 후, 직전학기 성적으로 평가)

가. 외국인 유학생 중 상위 7% 이내 → [수업료2](학비의 80~84%정도) 면제

나. 외국인 유학생 중 상위 30% 이내 →[수업료1](학비의 16~20%정도) 면제

4. 생활관 장학금 : 생활관 입사 시 입학 후 첫 학기 관리비 지원 (식비 불포함)

※ 본교 예산사정에 따라 생활관 입사 대상자 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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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기 당 등록금(2020학년도 기준)                                

  ※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11  생활관비(2020학년도 기준)                    

  ※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생활관 홈페이지 : http://dorm.knu.ac.kr (대구캠퍼스) , http://dorm.knu.ac.kr/scdorm (상주캠퍼스)

□12  문의 및 지원서류 제출처

1. 담 당 자 : 국제교류처 서현주 

2. 주    소 :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번지 

경북대학교 국제교류처(글로벌플라자 608호) / 우편번호 41566

3. 연 락 처 : Tel) 053-950-2434, Fax) 053-950-2419, Email) globalhj@knu.ac.kr

4. 근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5.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 http://www.knu.ac.kr (국문), http://en.knu.ac.kr (영문), http://cn.knu.ac.kr (중문)

6. 경북대학교 국제교류처 홈페이지 : http://gp.knu.ac.kr

캠퍼스 단과대학 학과
학비(한화)

신입생 편입생

대구

인문대학 / 사범대학
각 학과 1,981,000원 1,781,000원

고고인류학과 2,028,500원 1,828,500원

자연과학대학 / 생활과학대학 각 학과 2,379,000원 2,179,000원

경상대학 / 행정학부 각 학과 1,954,000원 1,754,000원

공과대학 / IT대학 각 학과 2,531,000원 2,331,000원

농업생명과학대학
각 학과 2,379,000원 2,179,000원

농업경제학과 1,981,000원 1,781,000원

사회과학대학 각 학과 2,019,000원 1,819,000원

예술대학
각 학과 2,610,000원 2,410,000원

미술학과 2,670,000원 2,470,000원

상주

생태환경대학

각 학과 2,379,000원 2,179,000원

생태환경관광학부
(생태관광전공)

1,981,000원 1,781,000원

과학기술대학
각 학과 2,531,000원 2,331,000원

식품외식산업학과 2,379,000원 2,179,000원

식비 및 관리비
금 액(원)

비 고
1학기 2학기 하계방학 동계방학

관리비 2인 1실 500,000원 487,000원 237,000원 338,000원

식비(1일 3식 기준) 784,300원 736,000원 466,900원 404,800원 식수선택 가능(1식~3식)

http://knu.ac.kr
http://en.knu.ac.kr
http://cn.knu.ac.kr
http://gp.knu.ac.kr


- 14 -

Ⅲ  별첨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 확인서란?

1. 아포스티유 협약 :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정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2. 발급절차 

가. 공문서 (국․공립학교 등)

나. 사문서 (사립대 등)

해당국가

사문서 발급
⇒

해당국 공증사무소 

공증
⇒

Apostille 

발급기관 방문
⇒

Apostille 

발급신청
⇒

Apostille 

발급기관 심사
⇒

Apostille 

발급

3. 발급기관 :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 (※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부)

※ 국가별 아포스티유 관련기관 정보는 www.hcch.net - Apostille Section 참고

4. 가입국 현황 : 총 117개국

해당국가

공문서 발급
⇒

Apostille 

발급기관 방문
⇒

Apostille 

발급신청
⇒

Apostille 

발급기관 심사
⇒

Apostille 

발급

지   역 국 가 명

아시아, 대양주

(24개국)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제도,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브루나이, 사모아, 아르메니아,
오만,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인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쿡제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통가, 피지, 한국, 호주, 필리핀

유 럽

(48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

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

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코소보, 크로아티

아, 키프로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1개국)

중남미(30개국)

미국,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

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안티쿠아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코스

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볼리비아, 칠레, 과테말

라, 가이아나

아프리카

(14개국)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모리셔스, 보츠와

나, 부룬디, 상투메 프린시페, 세이셸, 스와질란드, 카보베르데, 튀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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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별 홈페이지 주소

단과대학 학과(전공) 홈페이지 주소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http://korean.knu.ac.kr (국문), http://korean.knu.ac.kr/eng (영문) 

영어영문학과 http://english.knu.ac.kr (국문), http://english.knu.ac.kr/english (영문)

사학과 http://khistory.knu.ac.kr (국문), http://knuhistory.cafe24.com/eng/ (영문)

철학과   http://philosophy.knu.ac.kr (국문, 영문)

불어불문학과 http://france.knu.ac.kr (국문)

독어독문학과 http://german.knu.ac.kr (국문)

중어중문학과 http://chinese.knu.ac.kr/ (국문), http://chinese.knu.ac.kr/eng/ (영문)

고고인류학과 http://aran.knu.ac.kr/ (국문)

일어일문학과 http://japan.knu.ac.kr/ (국문)

한문학과 http://hanmun.knu.ac.kr/ (국문, 영문)

노어노문학과 http://knurussian.kr/ (국문, 영문)

사회과학
대학

정치외교학과 http://politics.knu.ac.kr/ (국문)

사회학과 http://socio.knu.ac.kr/ (국문)

지리학과 http://geog.knu.ac.kr/ (국문, 영문)

심리학과 http://psy.knu.ac.kr/ (국문)

문헌정보학과 http://lis.knu.ac.kr/ (국문), http://widit.knu.ac.kr/lis/notice.cgi (영문)

사회복지학부 http://knusw.knu.ac.kr/ (국문, 영문)

신문방송학과 http://masscom.knu.ac.kr/ (국문)

자연과학
대학

수학과 http://math.knu.ac.kr/ (국문)

물리학과 http://physicsknu.org/ (국문), http://physics.knu.ac.kr/eng/ (영문)

화학과 http://chem.knu.ac.kr/ (국문, 영문)

생명과학부(생물학전공) http://bio.knu.ac.kr/index.do (국문, 영문)

생명과학부(생명공학전공) http://biotech.knu.ac.kr/ (국문)

지구시스템과학부(지질학전공) http://geology.knu.ac.kr/ (국문)

지구시스템과학부(천문대기과학전공) http://hanl.knu.ac.kr/ (국문)

지구시스템과학부(해양학전공) http://ocean.knu.ac.kr/ (국문)

통계학과 http://stat.knu.ac.kr/ (국문), http://stat.knu.ac.kr/eng/ (영문)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http://econ.knu.ac.kr/ (국문, 영문)

경영학부 http://biz.knu.ac.kr/ (국문, 영문)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금속신소재공학전공) http://metal.knu.ac.kr/ (국문, 영문)

신소재공학부(전자재료공학전공) http://emse.knu.ac.kr/main/ (국문) 

기계공학부 http://me.knu.ac.kr/ (국문)

응용화학공학부(응용화학전공) http://appchem.knu.ac.kr/ (국문)

응용화학공학부(화학공학전공) http://chemeng.knu.ac.kr/ (국문), http://chemeng.knu.ac.kr/eng/ (영문)

건축학부 http://arch.knu.ac.kr/ (국문)

고분자공학과 http://polymer.knu.ac.kr/ (국문, 영문)

섬유시스템공학과 http://textile-eng.knu.ac.kr/ (국문)

환경공학과 http://www.knuenv.or.kr/ (국문)

에너지공학부 http://energy.knu.ac.kr/ (국문)

IT대학

전자공학부 http://see.knu.ac.kr/ (국문), http://see.knu.ac.kr/eng/ (영문)

컴퓨터학부
http://computer.knu.ac.kr/ (국문)

http://computer.knu.ac.kr/com/eng/ (영문)

전기공학과 http://electric.knu.ac.kr/ (국문)

농업생명
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환경생명화학전공) http://kac.knu.ac.kr/ (국문)

응용생명과학부(식물생명과학전공) https://webbuild.knu.ac.kr/~pbs/index.htm (국문, 영어)

응용생명과학부(응용생물학전공) http://agbl.knu.ac.kr/ (국문)

식품공학부 https://kbuilder.knu.ac.kr/HOME/foodbio/index.htm (국문)

산림과학조경학부(임학전공) http://forestry.knu.ac.kr/ (국문)

산림과학조경학부(임산공학전공) http://wood.knu.ac.kr/ (국문)

산림과학조경학부(조경학전공) http://land.knu.ac.kr/ (국문)

원예과학과 http://horti.knu.ac.kr/ (국문)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농업토목공학전공)

http://acen.knu.ac.kr/ (국문)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생물산업기게공학전공)

http://bime.knu.ac.kr/ (국문)

바이오섬유소재학과 http://biofiber.knu.ac.kr/ (국문)

농업경제학과 http://agec.knu.ac.kr/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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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사무실 위치 및 전화번호 (국가번호 82, 대구캠퍼스 지역번호 053, 상주캠퍼스 지역번호 054)

단과대학 학과(전공) 홈페이지 주소

예술대학

음악학과 http://music.knu.ac.kr/ (국문)

국악학과 http://kmusic.knu.ac.kr/ (국문)

미술학과 http://arts.knu.ac.kr/ (국문)

디자인학과 http://vcd.knu.ac.kr/ (국문)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http://koredu.knu.ac.kr/ (국문)

역사교육과 http://hisedu.knu.ac.kr/ (국문)

생활과학
대학

아동학부 http://child.knu.ac.kr/ (국문)

의류학과 http://fashion.knu.ac.kr/ (국문)

식품영양학과 http://fsnu.knu.ac.kr/ (국문)

행정학부 행정학부 http://puad.knu.ac.kr/ (국문, 영문)

생태환경
대학

생태환경시스템학부(식물자원환경전공) http://scplant.knu.ac.kr/ (국문)

생태환경시스템학부(산림환경자원전공) http://forest.knu.ac.kr/ (국문)

생태환경관광학부(생물응용전공) http://abio.knu.ac.kr/ (국문)

생태환경관광학부(생태관광전공) http://ecotour.knu.ac.kr/ (국문), https://sites.google.com/view/knutourism/ (영어)

레저스포츠학과 http://dols.knu.ac.kr/ (국문)

축산학과 http://ani.knu.ac.kr/ (국문)

축산생명공학과 http://anibiotech.knu.ac.kr/ (국문)

말/특수동물학과 http://axt.knu.ac.kr/ (국문)

과학기술
대학

건설방재공학부(건설방재공학전공) http://disaster.knu.ac.kr/ (국문), https://kimhs0090.wixsite.com/endisaster (영어)

건설방재공학부(건설환경공학전공) http://ue.knu.ac.kr/ (국문)

정밀기계공학과
http://pme.knu.ac.kr/ (국문), 

https://sites.google.com/a/pmeatknu.com/pme_eng/ (영어)

자동차공학부 http://auto.knu.ac.kr/ (국문)

소프트웨어학과 http://se.knu.ac.kr/ (국문)

식품외식산업학과 http://ffsi.knu.ac.kr/ (국문) 

나노소재공학부 http://nanosj.knu.ac.kr/ (국문)

융복합시스템공학부 http://cfse.knu.ac.kr/ (국문)

섬유패션디자인학부(섬유공학전공) http://textile.knu.ac.kr/ (국문)

섬유패션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전공) http://style.knu.ac.kr/ (국문)

단과대학 학과(전공) 위치 건물번호 전화번호(지역번호 053)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인문대 406호 104 950-5106

영어영문학과 대학원동 514호
107

950-5120

사학과 대학원동 419호 950-5135

철학과 인문대 410호 104 950-5148

불어불문학과 대학원동 417호

107

950-5159

독어독문학과 대학원동 418호 950-5169

중어중문학과 대학원동 402호 950-5178

고고인류학과 대학원동 518호 950-5186

일어일문학과 대학원동 415호 950-6150

한문학과 대학원동 404호 950-6160

노어노문학과 대학원동 210호 950-6170

사회과학
대학

정치외교학과 사회대 506호

310

950-5206

사회학과 사회대 414호 950-5218

지리학과 사회대 412호 950-5227

심리학과 사회대 209호 950-5244

문헌정보학과 사회대 408호 950-5236

사회복지학부 사회대 210호 950-5251

신문방송학과 사회대 406호 950-5259

자연과학
대학

수학과 자연대 304호 209 950-5306

물리학과 제1과학관 101호 208 950-5316

화학과 화학관 207호 407 950-5329

생명과학부
생물학전공 생물학관 215호 217 950-5342

생명공학전공 생명공학관 205호 207 950-6350

지구시스템과학부 제2과학관 113호, 314호 210 950-6360, 5354

통계학과 자연대 411-2호 209 950-5364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국제경상관 105호

309
950-5406

경영학부 국제경상관 317호 950-5439



- 17 -

단과대학 학과(전공) 위치 건물번호 전화번호(지역번호 053)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금속신소재공학전공 공대3호관 509호 409 950-5559

전자재료공학전공 공대8호관 215호 419 950-5631

기계공학부 공대3호관 311호 409 950-5569

응용화학공학부
응용화학전공 공대1호관 213호 404 950-5581

화학공학전공 공대9호관 109호 406 950-5615

건축학부 공대2호관 316호 401 950-5590

고분자공학과 공대9호관 119호 406 950-5623

섬유시스템공학과 공대1호관 315호 404 950-5638

환경공학과 공대6호관 313호 410 950-6580

에너지공학부 공대7호관 209호 411 950-8970

IT대학
전자공학부 IT대학1호관 409호 418 950-5507

컴퓨터학부 공대9호관 413호 406 950-5550

전기공학과 공대8호관 308호 419 950-5600

농업생명
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환경생명화학전공 농생대1호관 405호
201

950-5714

식물생명과학전공 농생대1호관 113호 950-5706

응용생물학전공 농생대2호관 209호 203 950-5758

식품공학부

식품생물공학전공 농생대3호관 202호
202

950-5772

식품소재공학전공 농생대3호관 328호 950-5750

식품응용공학전공 농생대2호관 410-1호 203 950-7761

산림과학조경학부

임학전공 농생대1호관 416호 201 950-5744

임산공학전공 농생대3호관 403호 202 950-5795

조경학전공 농생대1호관 506호 201 950-5779

원예과학과 농생대1호관 350호 201 950-5721

농업토목·생물산
업공학부

농업토목공학전공 농생대2호관 106호 203 950-5730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 농생대3호관 105호 202 950-5790

바이오섬유소재학과 농생대2호관 309호 203 950-5737

농업경제학과 농생대3호관 512호 202 950-5765

예술대학

음악학과 예술대학 302호
120

950-5656

국악학과 예술대학 405호 950-5670

미술학과 조형관 105호
119

950-5680

디자인학과 조형관 104-1호 950-5694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사범대학 416호

301
950-5821

역사교육과 사범대학 513호 950-5848

생활과학
대학

아동학부 생활과학대학 214호

307

950-6210

의류학과 생활과학대학 313호 950-6220

식품영양학과 생활과학대학 115호 950-6230

행정학부 행정학부 법학전문대학원(구관) 113호 311 950-5474

단과대학 학과(전공) 위치 건물번호 전화번호(지역번호 054)

생태환경
대학

생태환경시스템학부
식물자원환경전공 6호관 112호

06
530-1200

산림환경자원전공 6호관 417호 530-1240

생태환경관광학부
생물응용전공 6호관 216호 06 530-1210

생태관광전공 본관 207호 04 530-1380

레저스포츠학과 1호관 209호 01 530-1430

축산학과 6호관 323호

06

530-1220

축산생명공학과 6호관 426호 530-1940

말/특수동물학과 6호관 327호 530-1950

과학기술
대학

건설방재공학부
건설방재공학전공 7호관 210호 07 530-1250

건설환경공학전공 5호관 112호 05 530-1440

정밀기계공학과 7호관 309호 07 530-1270

자동차공학부
친환경자동차전공 2호관 305호

02
530-1400

지능형자동차전공 2호관 304호 530-1136

소프트웨어학과 5호관 211호 05 530-1450

식품외식산업학과 9호관 213호 09 530-1300

나노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전공 2호관 104호 02 530-1410

에너지화공전공 7호관 418호 07 530-1330

융복합시스템공학부
항공위성시스템전공 8호관 311호 08 530-1490

플랜트시스템전공 9호관 413호 09 530-1480

섬유패션디자인학부
섬유공학전공 8호관 213호 08 530-1280

패션디자인전공 9호관 311호 09 530-1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