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UMGANG
UNIVERSITY

2020   

편입학 
모집요강



Contents

1.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1

2. 전형일정                          3

3. 모집단위 및 인원                          4

4. 지원자격                          5

6. 편입학 세부 전형별 안내                          6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최저학력기준

   선발방법

   동점자 처리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7. 제출서류 안내사항                          8

8. 수험생 유의사항                          9

9. 편입학 등록•환불•전형료 안내                          11

10. 장학안내                          12

11. 기숙사 입사안내                          15

12. 각종서식                          17

13. 기타사항                          21



 2020학년도 편입학 모집 요강

- 1 -

편입학생 특전
  

 • 편입학생 전원 수업료(3,282,000원)의 50%(1,641,000원) 감면
 • 2인 1실의 기숙사 생활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00이상일 경우 등록금 전액 면제. 직전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70 이상일 경우 등록금의 50% 면제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1. 모집단위 : 전공별 모집

학 부 전 공
불교문화 불교학

글로벌융합학부
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IT경영학전공

2. 입학지원서 인터넷 접수 안내
  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일반ㆍ학사편입학 복수지원 불가합니다.
    2) 작성한 원서는 접수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나 2020. 1. 10(금), 17:00 이후에는 입력내용의 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입력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형료 결제(입금)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하므로 전형료 결제 전에 입력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입학원서 접수 시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원서접수는 반드시 본인이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5)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오류(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 사실 통지하여야 함) 및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편입학 모집요강‘ 및 ’접수사이트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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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방 법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http://www.uwayapply.com)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접수관련 동의서 확인



입학지원서 입력
• 편입학 구분을 선택하고, 지원모집단위 선택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파일(JPEG) 업로드

입력사항 확인 • 인터넷 접수가 완료되면 원서의 내용을 수정 및 접수취소가 불가능함으로 입
력사항을 철저히 확인


전형료 결재(없음) • 전형료 결재 완료 후 내용수정 및 접수취소 불가


접수확인 및 수험표 출력 • 결재 완료 후 수험표 출력 



증빙서류제출
• 우편발송용 표지를 출력한 후 등기우편(또는 방문)으로 본교에 제출
• 증빙서류는 ‘20. 1. 17(금), 17:00까지 입학관리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나. 접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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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학 전형 일정

일 시 구 분 비 고

‘20. 1. 2(목) - 1. 10(금), 17:00 원서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접수기간 중 17시까지)
 온라인접수 (www.uwayapply.com)

 1. 17(금) 17:00까지 서류제출  • 방문 및 우편(택배) 제출

1. 15(수), 13:30 면접고사

 • 고사장 및 고사시간은 2019. 12. 27(금)이후 
본 대학교 입학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응시할 것 

 • 고사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및 수험표 미지참시 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 31(금) 10:00 이전 합격자 발표  •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2. 10(월) ~ 12(수) 17:00 최초 합격자 등록기간  • 합격자 유의사항 참고

2. 13(목) 21:00 추가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2. 14(금) 17:00 추가 합격자 최종등록  • 합격자 유의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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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모집단위 및 인원

1. 모집인원

모집단위 세부전공 정원내 
일반편입학

정원외 
학사편입학 계 비고

불교문화학부 불교학전공 3 - 3

글로벌융합학부

행정학전공 15 1 16

사회복지학전공 15 1 16

IT경영학전공 14 - 14

계 47 2 49

  ※ 편입학 후 다양한 전공을 자율설계 융합전공방식으로 전공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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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지원자격

정원구분 전형구분 지 원 자 격

정원내 일반편입학

① 국내 대학교(방송통신대,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4학기) 이상 수료(예정) 하고 

65학점 이상 취득한 자(모두 충족해야 함)

  • 4학기 : 계절학기는 학기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1년에 2개 학기가 진행되는 학제를 

기준으로 함

  • 수 료 : 각 대학에서 규정하는 2학년(4학기) 이상 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하며, 지원 시 전적 대학 2학년(4학기) 이상 수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 하여야 함

② 외국 대학교

  • 국내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외국 소재 정규 대학에서 2학년(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한 자(단, 외국대학 수료자는 

전적대학의 졸업이수 학점, 학기요건, 기타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자격을 

부여함) 

③ 전문대학

  • 국내ㆍ외 전문대학(2년제, 3년제)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④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로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⑤ 인가되지 않은 외국대학 국내분교, 학원 및 직업학교 등에서 취득한 학위는 인정하지 

않음

정원외 학사편입학

①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로 학사학위 취득자(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학점인정제 및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2020년 2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을 요건으로 하며, 학력

인정(예정)증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없음)

③ 기타 법령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2020년 2월 학사학위취득 예정자

   ※ 전적 대학 학과 / 전공의 계열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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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세부 전형별 안내

  1.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

전적대학성적 공인영어시험성적 면접고사성적 계

전모집단위 20% (200점) 30% (300점) 50% (500점) 100% (1,000점)  

 
  2. 최저학력기준
     • 면접고사 성적 50%(250점) 미만자 불합격 됨

  3. 선발방법
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총점의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나.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본 대학교에서의 수학능력이 현저하게 미달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중 미등록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전공의 예비후보순위에 의하여 선발합니다. 

  4.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단위 동점자 처리 기준

전모집단위 ① 면접고사성적   ② 전적대학교성적   ③ 공인영어시험성적  

   
  5.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가. 면접고사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비율(%) 환산점수

인성 및 태도 20 100점

논리적 사고와 창의성 20 100점

전공적합성 30 150점

전공에 대한 목적의식 30 150점

계 100 500점

      2) 면접방법
         가) 면접위원 2-3인이 수험생 1명을 면접함.
         나) 면접점수 산출 : 면접위원의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반영함.

       다) 면접고사 성적 산출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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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합격 처리기준 : 면접 결시자 또는 면접점수의 합이 100.00점 만점 중 50.00점(50%) 미만일 
경우 총점에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전적 대학 성적 반영 방법

      1) 전적 대학 성적(100점 만점 환산 점수)이 있는 경우
      • 기본점수(77) + 0.23 x 전적대학성적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 취득자, 외국 대학 출신자 및 전적 대학 성적(전체 

학년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면접 성적을 기준으로 전적 대학 성적을 
산출하는 비교내신을 적용합니다.

   3) 전적 대학이 2곳 이상인 경우
  전적 대학 수가 2곳 이상인 경우(편입 1회 이상인 경우)는 최종 소속 대학의 성적(전적 대학에서 인정된 

학점 포함)을 반영합니다. 단, 편입학 후 바로 휴학하여 현재 소속 대학에서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않아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대학이 아닌 편입 전 대학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다. 공인영어성적 반영 방법
       1) 공인영어성적 반영방법 : 공인영어시험성적 환산표 × 3
       2) 공인영어성적 인정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2018. 1. 9 ~ 2020. 1. 10)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며 원서접수 시까지 공인영어시험 주관기관에서 성적이 발표되지 않은 시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입학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성적조회를 실시하여 위ㆍ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4) TOEIC, TEPS, TOEFL(iBT) 중 2가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우리대학 편입학 공인영어 성적 점수 

환산표를 참고하여 지원자에게 유리한 1종류의 성적만 제출
       5) TOEFL(iBT) 성적 제출자의 경우 성적표 사본 상단에 ETS 사이트http://toefl-registration.ets.org/TOEFLWeb/) 

사용자 이름(User Name)과 비밀번호(Password)를 기재하거나 면접고사 당일 입학관리팀을 방문하여 
ETS 사이트를 통해 원본대조를 받거나, 수험생이 미국 ETS본부에 성적조회를 신청하여 2020. 1. 17(금)까지 
금강대학교 입학관리팀(고유번호 8681번)로 조회증명서가 도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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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안내사항

1. 제출서류
  가. 편입학 원서 1부.(온라인제출)
  나. 전적대학(교) 수료(예정)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외국대학교 출신자는 재학증명서 1부)
  다. 출신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1) 총 평점평균의 백분율 환산점수(100점 만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전적 대학이 2개 이상일 경우(편입학을 1번 이상 한 경우)는 최종 소속 대학의 성적 증명서(전적 대학에서 

인정된 학점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편입학 후 바로 휴학하여 현재 소속 대학에서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대학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인영어성적 증명서
  마. 해외대학 출신자 추가 제출서류(2020. 1. 17(금) 17:00까지 제출)
    1) 외국대학 출신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에 대하여 당해 학교 소재국이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당해 학교 소재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4) 모든 서류는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 받아 제출(영어 제외)해야 합니다. 
  바. 외국 국적자 추가 제출서류
    1)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2) 여권 사본 1부

2. 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0. 1. 17(금),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제출
      입학원서 및 기타 제출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온라인 원서
      접수자의 경우 별도로 입학원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제 출 처 : (우)32906 충남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522 금강대학교 입학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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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및 학사 편입학 학년은 3학년입니다.

   2.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3.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인터넷 원서기재사항 입력, 서류 미제출, 작성오류, 기재사항 누락, 판독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4. 접수가 완료된 후 입학원서 기재사항의 변경 및 취소는 불가능하오니 작성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전형료 결제 후 수험번호가 부여된 입학원서는 철회하거나 기재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된 

입학원서 및 전형료,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서류 미제출자 및 부정행위자(허위기재, 위조, 변조, 대리시험 등)와 지원자격 미달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며, 입학이 허가된 경우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7. 고사 당일 수험생은 수험표를 출력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발급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과 함께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본 대학교 교무지원팀에서 수험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9. 통신기기(PDA, 휴대폰, MP3, 호출기 등), 계산기 및 사전류를 가지고 시험장에 입장하는 수험생은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10. 편입학 후에는 학과 변경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11. 편입학 학점인정심사결과 졸업에 필요한 필수 및 선택과목 등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경우 수업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12. 편입학 후 교육과정 이수는 본 대학교 교육과정 이수규정에 따릅니다.
  13. 2020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편입학 시험에 합격한 자는 2020년 2월 24일(월) 16시까지 졸업증명서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졸업을 전제로 합격하였지만 당해 학기 졸업이 불가능한 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14. 합격자에 대해 추후 학력 조회를 실시하며, 편입학 자격 미달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합격 여부는 본 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합격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합격자 발표 
당일 본 대학교 홈페이지(http://www.ggu.ac.kr/ipsi)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16. 입학원서에 입력된 본인의 연락처는 편입학 추가 합격자 통보 및 추가 서류 제출 요청 등의 이유로 항상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특히 충원합격 통보 시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이 3회 이상 되지 않을 경우 선순
위의 합격 후보자라도 충원 합격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전화번호 및 주소의 오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본교 입학관리팀으로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041)731-3050, FAX 041)731-3059】

수험생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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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최종합격자 중 외국대학 출신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에 대하여 당해 학교 소
재국이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당해 학교 소재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2020. 1. 17(금) 17:00까지입니다. 

  18. 본 모집 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지원자 본인이 상기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19. 본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20. 기타 편입학전형 문의는 입학관리팀(☎041)731-305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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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등록 • 환불 • 전형료 안내
1. 합격자 발표
  가. 일시 : 2020. 1. 31(금), 10:00 이전
  나. 합격자는 본 대학교 입학홈페이지(http://www.ggu.ac.kr/ipsi) 및 개별통보 합니다.
  다. 합격자는 합격통지서, 등록금 고지서를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최초 합격자 등록
  가. 기   간 : 2020. 2. 10(월) ∼ 12(수), 17:00까지
  나. 납부방법 :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조회 시 다운로드하여 출력 후 무통장 입금하시면 됩니다. 
  

3.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기   간 : 2020. 2. 13(목), 21:00까지
 나. 납부방법 :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조회 시 다운로드하여 출력 후 무통장 입금하시면 됩니다. 

4. 추가합격자 등록 마감 
• 2020. 2. 14(금), 17:00까지

5. 등록금 환불
  가. 본 대학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다른 대학에 복수 지원하여 합격한 자 및 추가 합격한 자가 본 대학교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 등록포기 절차에 따라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이 진행 됩니다.
  나. 등록금 환불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환불합니다.
  다.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환불업무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구비서류 : 등록금 환불 신청서(본교 양식) 1부.

6. 미등록 충원(추가합격) 발표 및 등록
  가. 최초 합격자의 등록마감 후 미등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합격 후보자 중에서 본 대학교의  입학 성적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하여 충원합니다.
  나. 추가합격자는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

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입학원서에 입력된 연락처로 편입학 추가 합격자 통보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추가합격 통보 시 원서에 기

재된 연락처로 3회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선순위의 합격 후보자라도 충원 합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전형료
  가. 방문 및 우편 지원자 : 없음.

  나. 인터넷 지원자 : 없음.(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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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자격 지급금액 비고

원각불교
장학금

신입생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학년 1학기에 한함)
① 수능성적 우수자: 수능 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 또는  

과학)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인 자(단,  탐구영역은 
2과목 평균)

② 외국어  능력 우수자:토익 800점 이상, 텝스 637점 이상,  
토플(iBT)91점 이상, HSK 5급 180점 이상, JPT520점 이상, 
JLPT N2합격점 이상

③ 우리대학 건학이념을 실현할 자

등록금  전액면제(입학금 제외) 　

전교수석
장학금

전교수석입학자.
단,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30 이상
　
　

졸업시까지(8학기)
•등록금 전액면제(입학금포함)
•기숙사비 전액(식비제외) 면제
•학업장려금 지원(연간 150만원)

　

수능성적우수
장학금

A

수능  언어, 외국어(영어), 수리 영역 중 2개영역이 1
등급 이내로 입학한 자.
단,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00 이상
　

졸업시까지(8학기)
•등록금 전액면제(입학금 제외)
•학업장려금 90만원 지원

2011학번
이전
　

수능 언어,  외국어(영어), 수리 영역 중 2개영역이 1
등급 이내인 자. 단,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30 이상

졸업시까지(8학기)
•등록금 전액면제(입학금 제외)
•기숙사비 전액(식비제외) 면제
•학업장려금 지원(연간 100만원)

2012학번
이후
　
　

재학생 수
(명)

교내 장학금
(원)

교외장학금
(원)

장학금 수혜비율
(%)

473 1,298,298,923 487,808,500 95.6

장학 안내

1. 2018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 현황

 ※ 상기 자료는 2019학년도 정보공시 및 고등교육통계 집계자료임

2. 신입학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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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수혜자격 지급금액 비고

학업최우수
장학금

매학기 각 학부(전공)  학년별 성적평점평균이 최우수인 자. 
단,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3.90 이상(직전학기 교환학생은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 단, 해당학기  전원이 교환학생이 
경우 예외로 함)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면제
•학업장려금 지원(20만원)

　

천태금강
장학금

불교건학이념구현을 위한 인성함양 및 세계적 역량의 인재
양성 등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써 
천태금강장학생선발기본기준 의 장학생 기준 에 충족한 자. 
단, 매학기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00 이상

성적평점평균및 
GOLD 환산 점수의 합이
•3.00 이상:등록금 전액 면제
•2.70 이상:등록금액의 50% 면제

국가고시
장학금

A
재학 중 국가고시(5급 공채,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1차 시험 이상 합격한 자

사유발생 다음학기부터 1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학업장려금 100만원 지급(1회에 한
함) 단, 휴학생은 복학후 지급

　

B

국가고시 준비반 입반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모의고사 및 성적우수자
•교수 추천자
단, 전체 성적평점 평균이3.00이상

매학기 인원을 산정하여 하계/동계 방학 전 선
발된 학생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공로
장학금

총학생회,  학교부속기관(신문방송사)에서 활동하여 학교발
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 단, 활동기간의 매학
기 성적평점평균이 3.00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면제,  
사유발생기준으로 하여 해당학기 학업장
려금 20만원  또는 30만원 지급

총학 : 2명이
내 부속기관 
및  학생자치

기구:2명

봉사장학금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교내외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

봉사활동실적에 의거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학술활동
장학금

교내외 학술활동을 통하여 본 대학교의 위상을 드높인 자
로서 총장이 인정한 자.

해당학기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해외연수
장학금

「국내외  장단기연수지원금 지원계획」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국내외 장단기연수지원금 지원계획」에  
근거하여 장학위원회에 결정

외국인학생
장학금

학교 또는 재단  초청으로 본 대학교에 입학한 외국인학생. 
단, 직전학기 성적이 2.70 이상

졸업시까지(8학기) 
•등록금 전액면제(입학금포함)
•학업장려금 지원(연간 120만원)

근로
장학금

경제적으로 학비 조달이 곤란한자. 
단,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2.70  이상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교육보호
장학금

신입생으로 북한  이탈주민인자(본인, 자녀)
졸업시까지(8학기) 등록금액의 70%면제  
(입학금제외)

2012학번
이후복지

장학금

A 신입생으로 장애등급 1~2등급인 자.
졸업시까지(8학기) 
•등록금 전액면제(입학금제외)
•기숙사비 전액(식비제외) 면제

B 신입생으로 장애등급 3~4등급인 자.
2년간(4학기) 
•등록금 전액면제(입학금제외)
•기숙사비 전액(식비제외) 면제

기여장학금 외부장학금을 본교에 등록금으로 입금한 자 유치 외부장학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3. 금강인재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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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수혜자격 지급금액 비고

해외대학원
학비지원장학금

유학국별 외국어 시험 성적 취득자로서 세계유명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은 자.
단, 졸업성적평점평균이 3.50 이상.

(우수졸업자 학비지원 지침 적용)　

지급기간은 2년이며 연간 영어권 
14,000$,일어권 10,000$,중
어권  7,000$ 지급

연간 10명 이
내
2015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함.

법학전문대학원
학비지원장학금

본교가 정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은 자. 단, 졸업성적
평점평균이 3.70 이상.
•법학전문대학원 학비지원 지침  적용-

지급기간은 3년이며 연간 1,000
만원 지급

연간 2명 이내

종류 수혜자격 지급금액 비고

기부장학금 기부장학금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자.

기부장학금의 유형에 따라 해
당학기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로서 입학한 자. 단,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2.20 이상(본인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졸업시까지(8학기) 등록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면제

3. 금강 우수졸업진학 장학금

4. 외부 장학금

※ 해당 장학금 (전교수석, 수능성적우수 A, B) 수혜자격 미달 시 졸업때까지 장학금 지급 중단
※ 장학제도는 학교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장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장학 안내 홈페이지 : https://www.ggu.ac.kr/sub0404



 2020학년도 편입학 모집 요강

- 15 -

사진 명칭 성학관(남) 성문관(여) 성도관(남) 계

호실(2일1실) 67 154 95 316

휴게실 5 5 5 15

세탁실 1 1 1 3

샤워실 각 호실 내

독서실 3 3 1 7

당구장 1 1

탁구장 1 1

인터넷실 1 1 1 3

노래방 1 1

전용식당 1

.외국어 라운지 2 1 3

체력단련실 1 1

기숙사 입사 안내

1.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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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관리비 청소보증금 식비 납부금액 비 고

2009-2011년도 입학생 249,500 30,000 619,500 899,000
인터넷비 포함

2012–2019년도 입학생 499,000 30,000 619,500 1,148,500

기숙사 키 보증금 10,000 - - - 입사시 사무실 납부

2. 2019학년도 2학기 기숙사비

 
 ※ 2020학년도 1학기 기숙사비는 2020년 1월에 확정 예정
  • 추후 공지사항 참조
 ※ 식비 산출근거 : 619,500원(59일 * 3식 * 3,500원) -> 체육대회, 개교기념일 제외
 ※ 해당 기간 내 식비미납 학생은 기숙사 입사 시 방 배정 불허 및 키 지급 불가
 ※ 의무식 제외 대상자 및 식비산정기준은 본교 홈페이지 일반공지 참조
 ※ 청소보증금은 퇴사 시 청소상태 확인 후 개인계좌로 환급

3. 기숙사 안내 홈페이지 : https://dorm.ggu.ac.kr/

4. 금강대학교 기숙사 사무실 연락처 : 041)73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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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입학원서

2020학년도
수험번호

* 본 대학교 기재사항 임

전형구분   □ 일반편입학                     □ 학사편입학

지원모집단위*                 학부                      전공

지

원

자

성   명 (한글)
(한자)

사   진

(3cm X 4cm)

(영문)

주민등록

번    호
- 국적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E-메일                       @

주    소   우편번호(    -    )                 

비상연락처

비상연락처 1

비상연락처 2

비상연락처 3

학  력

     년   월         고등학교졸업  (         지구 검정고시 합격)
학위등록번호

(졸업자만 기재)

     년   월        대학(교)       과(전공) 입학

     년   월        대학(교)       과(전공) (   )학년 편입학

     년   월        대학(교)      과(전공) (   )학기 수료(예정) 평점평균

     년   월        대학(교)       과(전공) 학위수여(예정) 학사      /    만점

이수학기 총취득학점 (편입전)      /    만점

등 록 금

환불계좌

등 록 금

환불계좌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성명

□ 본교 직접 

방문

※ 이 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입시기간 동안 본인의 개인정보 및 성적 사용에 동의합니다. 

※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는 수험생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였습니다. 

         본인은 귀 대학교에 편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인)

금강대학교 총장 귀하

접수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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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험  표
2020학년도

모집시기 2020학년도 편입학

지    원  

모집단위
       학부            전공

전형구분
 □ 일반편입학

 □ 학사편입학 

수험번호

성    명

사 진

(3 X 4cm)

면접

확인

금강대학교

* 입시문의처 : 041 - 731 – 3050

* 면접고사 : 2020. 1. 15(수), 13:00 예정

* 수험표는 면접고사 시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본 수험표는 2020학년도 편입학 전형 종료 시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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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토익 텝스 토플(iBT) 배점 토익 텝스 토플(iBT)

100점 981~990 953~990 119~120 69점 671~680 536~545 80

99점 971~980 935~952 118 68점 661~670 526~535 79

98점 961~970 918~934 117 67점 651~660 516~525 78

97점 951~960 901~917 116 66점 641~650 506~515 77

96점 941~950 884~900 115 65점 631~640 496~505 76

95점 931~940 867~883 114 64점 621~630 488~495 75

94점 921~930 850~866 110~113 63점 611~620 480~487 74

93점 911~920 833~849 108~109 62점 601~610 472~479 73

92점 901~910 816~832 107 61점 591~600 464~471 72

91점 891~900 802~815 106 60점 581~590 457~463 71

90점 881~890 788~801 105 59점 571~580 450~456 70

89점 871~880 774~787 104 58점 561~570 443~449 69

88점 861~870 760~773 101~103 57점 551~560 436~442 68

87점 851~860 746~759 100 56점 541~550 429~435 67

86점 841~850 732~745 99 55점 531~540 422~428 66

85점 831~840 718~731 98 54점 521~530 415~421 65

84점 821~830 704~717 97 53점 511~520 408~414 64

83점 811~820 690~703 96 52점 501~510 401~407 63

82점 801~810 676~689 95 51점 491~500 394~400 62

81점 791~800 665~675 92~94 50점 481~490 389~393 61

80점 781~790 654~664 91 49점 471~480 384~388 60

79점 771~780 643~653 90 48점 461~470 379~383 59

78점 761~770 632~642 89 47점 451~460 374~378 58

77점 751~760 621~631 88 46점 441~450 369~373 57

76점 741~750 610~620 87 45점 431~440 364~368 56

75점 731~740 599~609 86 44점 421~430 359~363 55

74점 721~730 588~598 85 43점 411~420 354~358 54

73점 711~720 577~587 84 42점 401~410 349~353 53

72점 701~710 566~576 83 41점 391~400 344~348 52

71점 691~700 556~565 82 40점 390점이하 343점 이하 51점 이하
70점 681~690 546~555 81

공인영어시험 환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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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학       번

수료 또는 졸업예정 학년 학년      수료 / 졸업

2학년 수료 기준학점 / 졸업학점 학점 /           학점

총취득예정학점 직전학기까지     학점 취득 / 이번학기    학점 취득예정

발급 담당자 확인             (인) 담당자 연락처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대학(교) <직인 또는 담당자 확인필)

2학년 수료예정 확인서

※ 전적대학에서 수료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본 서식을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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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일 운행시간 비고

2020.1.15.(수)

대전역(10:30)→대전복합터미널(10:40)
→학교(12:00)

학교행
(학교카니발)

학교(14:30)→대전역(16:00)
→대전복합터미널(16:10)

대전행
(학교카니발)

캠퍼스 / 교통 안내

⧈ 수험생(면접) 편의 제공 셔틀버스 

※ 셔틀버스 운행일정은 면접고사 참여자 개별 연락 후 확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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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요일 운행코스 및 시간

목요일 본교(13:00)-논산역(13:30)-논산터미널(13:35)-본교(14:00)

목요일 본교(17:00)-논산역(17:30)-논산터미널(17:35)-본교(18:00)

금요일 본교(10:30)-대전역(12:00)-대전터미널(12:10)-본교(13:20)

금요일 본교(13:00)-대전역(14:30)-대전터미널(14:40)-본교(15:50)

금요일 본교(16:30)-공주터미널(17:00)-대전터미널(17:50)-대전역(18:00)-본교(19:30)

금요일 본교(18:30)-대전역(20:00)-대전터미널(20:10)-본교(21:20)

토요일 본교(10:30)-대전역(12:00)-대전터미널(12:10)-본교(13:20)

토요일 본교(19:00)-대전역(20:30)-대전터미널(20:40)-본교(21:50)

일요일 본교(15:00)-대전역(16:30)-대전터미널(16:40)-본교(17:50)

일요일 본교(18:40)-대전역(20:10)-공주터미널(20:50)-본교(21:20)

⧈ 셔틀버스(학기 중)

※ 방학 중에도 운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강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버스운행안내(https://www.ggu.ac.kr/sub050501) 참조

※ 2019년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자가용 

  1) 서울 수도권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 정안TG(공주,논산방면) - 광정교차로(공주,논산방향(23번국도)) - 상월진출(입)로(산성1교) 

- 691번 지방도 - 697번 지방도 - 대명초등학교 - 금강대학교(정안TG에서 금강대까지 약 40분소요)

  2) 논산, 호남권 → 서논산IC(대전,두마방면) - 공주방향(23번국도) - 상월진출(입)로(산성1교) - 691번 지방도 - 697번 지방도 - 대명초등학교 

- 금강대학교(서논산IC에서 금강대까지 약 40분소요)

⧈ 버스 

  1) 공주에서 금강대학교 오는 차편 

• 공주시내버스 구터미널 맞은편 시내버스터미널에서 310번(신원사행)버스를 이용 오전,정오,오후 시간대에 3번 금강대학교 

앞에서 정차

• 공주시내버스 구터미널 맞은편 시내버스터미널에서 신원사 방향 버스(310번포함) 이용 신원사에서 덕성여객(논산시내버스)에서 

운행하고 있는 논산방향 버스 이용 ( 신원사에서는 대기하고 있는 택시가 거의 없으므로 갈아타는 버스운행 시간표를 잘 참

조하시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논산에서 금강대학교 오는 차편
• 505번, 509번 버스 탑승(덕성여객 : 논산역 근처에 있으며 논산역(or 신원사)이 종점지입니다.)

⧈ 택시

 1)  논산역 – 금강대(약 30분)

• 운임요금 : 요금계산기(매타기)기준 약 20,000원(2019년 기준)

※ 시내버스 운행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금강대학교 홈페이지 > 캠퍼스안내 > 오시는 길(https://www.ggu.ac.kr/sub010902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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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대학교 대표 전화
  (041) 731-3114

☎ 입학관리팀(직통) 1
  전화：(041) 731 – 3050, 3052
  팩스：(041) 731 - 3059

☎ 입학관리팀(직통) 2
  전화：(041) 731 - 3040
  팩스：(031) 731 - 3059

인터넷 검색창

  ※ 금강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www.ggu.ac.kr/matriculation)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입시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2906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522 금강대학교
             ☏ 041)731-3050  FAX. 041)731-3059

http://www.gg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