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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후기 석사과정(야간)
신(편)입생 모집요강



1. 모집학과 (석사과정 야간) 및 인원

2. 지원자격

3.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4. 전형일정

가. 모집 과정
     1) 석 사 과 정 (수업연한 : 2년 6개월)
     2) 석 사 과 정 (편입)
     3) 연 구 과 정 (수업연한: 1년)

가. 국내 · 외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대학의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서류심사 50점 + 면접 50점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나. 모집학과 (전공) 및 인원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석사과정

신입학 편입학

식품공학과
바이오식품공학전공

22 약간명

식육산업공학전공

축산학과 축산학전공

식품유통경제학과 식품유통경제학전공

응용수의학과 응용수의학전공

생물공학과 생물공학전공

산림조경학과 산림조경학전공

동물매개치유학과 동물매개치유학전공

구  분 일  정 장소 및 방법

원서접수
2022.05.16. (월) 09:30
~ 05.27. (금) 17:00 까지

○ 입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

서류제출
2022.05.16. (월) 09:30
~05.27. (금) 17:00 까지

○ 농축대학원 행정실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제출
○ 2022.05.27.(금) 17:00까지 도착해야 함

면접고사 2022.06.11.(토) 14:00 예정
○ 농축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개별통보하지 않음)
    (http://nongchuk.konkuk.ac.kr)

합격자 발표 2022.06.17.(금) 10:00 예정
○ 농축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개별통보하지 않음)
    (http://nongchuk.konkuk.ac.kr)

등 록

예치금 추 후 공 지
○ 농축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개별통보하지 않음)
    (http://nongchuk.konkuk.ac.kr)
○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

본등록 추 후 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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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6. 전형료 납부

7. 장학금

8. 수험생 유의사항

가. 입학원서 출력 후 농축대학원 메일 (nongchuk@konkuk.ac.kr) 접수

나.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1부 (대학편입자는 모든 전적 대학의 졸업증명서 원본 각 1부)

다. 대학 성적증명서 1부 (대학편입자는 모든 전적 대학의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라.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지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단, 재발급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시하여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야함 
-  개명자는 주민등록초본 첨부 (원서접수 시 성명과 증명서의 성명이 다른 경우 등)

※ 서류제출처
(우)05029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생명과학관 419호 농축대학원 행정실

가. 전형료 : 80,000원
나. 납부방법
     ○ 전형료 입금계좌 : 건국대학교 신한은행 561-00396-041018 (가상계좌)
     ○ 전형료 입금 시 반드시 지원자 명으로 입금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농축산 전공 관련 연구기관 및 직종 근무자에게는 절차에 따라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 입학 또는 합격 취소 사유  

   가)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이미 제출한 서류 중에 결격 사유 (지원자격 위반 등)가 

        있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 · 후       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나) 학력미달 [국내 · 외  비인증 대학 졸업(예정)포함] 자로 확인된 경우 전 · 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2) 제출한 지원서 및 접수 완료된 서류는 변경 및 취소할 수 없음

3) 지원서에 입학전형 중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정확히 기입하여야하며 

 E-mail도 빠짐없이 기록하되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해야 함

4) 수험생이 면접에 불참할 경우 불합격 처리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농축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45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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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The greatness of a nation and its 

moral progress and be judged by 

the way its animals are treated.

-Mahatma Gandhi-

농업은 우리의 가장 현명한 추구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부와 훌륭한 도덕심, 그리고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이다.

Agriculture is our wisest pursuit, 

because it will in the and contribute 

most to real wealth, good morals and 

happiness.

-Thomas Jefferson-

농축대학원 설립 철학

Philosophy graduate School of Agriculture and animal Sci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