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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학전형 일정

구분 일정 유의사항

인터넷 원서접수
 2021.01.04.(월) 09:00

    ~ 01.08.(금) 16:00

ㆍ국립안동대학교 홈페이지

 (www.andong.ac.kr) 

 ※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서류제출  2021.01.14.(목) 18:00까지 ㆍ본 대학원 행정지원실 제출

구술고사 2021.01.16.(토) 10:00~

ㆍ대기실 : 국제교류관 112호

           석사과정 09:30까지 집합

ㆍ고사실 : 국제교류관 109호     

합격자

발  표

최초  2021.01.29.(금) 14:00 ㆍ대학 홈페이지 공고 (www.andong.ac.kr)

추가  2021.02.08.(월) 16:00 이후 ㆍ해당자에게 개별 통보

등  록

최초
 2021.02.01.(월) 09:00

    ~ 02.05.(금) 16:00
ㆍ합격자조회→ 지정은행(가상계좌) 납부

추가
 2021.02.09.(화) 09:00

    ~ 02.17.(수) 16:00
ㆍ합격자조회→지정은행(가상계좌) 납부

Ⅱ. 지원자격

1. 석사과정

   국내․외 대학의 학사학위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학사과정의 출신학과와 관계없이 전 모집단위 지원 가능

    ※ 외국인 학생 지원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또는 세종학당 한국어중급 2 이상 취득한 자

       (언어능력성적은 지원일자로부터 2년내에 발급된 성적표만을 유효한 성적표로 인정)

Ⅲ. 모집인원

1. 석사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융 합 과 정 비고

융합콘텐츠학과 20명

 - 공간콘텐츠         - 문화기획 

 - 문화예술경영       - 문화교육

 - 스토리텔링         - 전통복식

 - 축제공연 

1개 학과 20명

※ 석사 수업연한은 2년 6월 (5학기), 수업연한 단축(4학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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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터넷 원서접수

1. 원서접수 기간 및 접수처

구분 접수기간 원서접수처

인터넷 원서접수
  2021. 01.04.(월) 09:00

      ~ 01.08.(금) 16:00

 *국립안동대학교 홈페이지(www.andong.ac.kr)

 *팝업존-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원서접수

 ※ 인터넷 접수가 곤란할 경우 방문 및 팩스 접수도 가능

2. 전형료(수수료 수험생 별도 부담)

   석사과정 :  70,000원

   

3. 원서접수 방법

  가. 접수처

  - 국립안동대학교 홈페이지(www.andong.ac.kr) → 팝업존 →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원서접수

  나. 접수하기 전 준비사항

 - 인터넷 웹브라우저는 Internet Explorer 8 이상 설치

 

  다. 접수방법

국립안동대학교
⇨

팝업존
(한국문화산업
전문대학원)

⇨ 원서
작성 ⇨ 전형료

결제 ⇨
수험표 및 
입학원서 

출력www.andong.ac.kr

   (1) 국립 안동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

   (2) 팝업존 -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원서접수 창에서 입학원서 작성요령 및 안내문의 

지시에 따라 입학원서를 작성

   (3) 접수 완료된 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원서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접수

   (4) 전형료 납부방법

      •전형료 : 석사과정 70,000원

      •납부방법 : 무통장 입금(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 포함)

       

       ※ 무통장 입금

          -인터넷에서 원서를 작성한 후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며, 송금시에는 반드시 지원자 

명의로 송금하여야 함

          -무통장 입금자는 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054-820-6381~6382)전화 또는 이 메일로 

전형료 입금 여부를 확인 및 원서접수 처리를 받아야만 작성된 원서와 수험표 출력 

가능 함

            [무통장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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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안동대학교 

   ▶계좌번호 : 100- 0 27 - 31 7 77 7

          

          -2021.01.04.(월) ~ 01.08.(금) 16:00까지 전형료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함

   (5) 접수 완료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본인의 수험번호와 지원사항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4. 접수시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 

   (1) 입학원서 접수는 중복접수 등의 과실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2) 지원자 부주의에 의한 오기 작성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 후 원서 

수정 등이 불가능함으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전형료는 환불 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1) 지원자는 입학원서 및 전형 유형별로 수험생이 제출하여야 할 모든 제출 서류를 갖추어 

2021.01.08(금)까지 제출하여야 함

       ※ 외국대학 출신자는 모든 서류의 공증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보낼곳 : 우 36729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국립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국제교류관 110호)

                  전화 (054)820-6381~6382 / 팩스 (054)820-6383

   (2) 제출서류를 기한내 미제출시에는 불합격 처리함.

Ⅴ. 제출서류

1. 석사과정

  가.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나. 성적증명서 1부〔대학(원)의 평균평점이 기재된 전학년 성적증명서〕

      ※ 편입 후 대학교를 졸업한 자는 편입 이전 대학의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다.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격증명서 1부

  라. 자기소개서[붙임 2]

  마.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4]

2. 외국인(Foreigner)

  가. 입학원서 1부([Form 1] -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나. 성적증명서 1부〔대학의 평균평점이 기재된 전 학년 성적증명서〕

  다. 졸업(예정)증명서 1부

  라. 자기소개서[For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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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경력•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바. 여권 사본 1부

  사. 증명사진 3장

  아. 가족신분증(거민신분증) 사본

  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4]

  차. 건강보험증권 사본(소지자에 한함, 본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은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카. 재정보증인의 미화$18,000 이상의 은행예금 잔고 증명서(1개월 이상 예치)

  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또는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 2급 이상 자격증

  ※ 외국대학 출신자는 모든 서류의 공증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Ⅵ. 고사일시 및 장소

1. 고사일시 및 장소

전형유형 시험과목 일자 시간 장소

석사과정 구술고사 2021.01.16.(토)
 09:30 

대기실 입실

-대기: 국제교류관 112

-고사: 국제교류관 109

2. 유의사항

  가. 수험생은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고사 시작 30분 전까지 고사장에 입실을 

완료하여야 함

  나. 외국인 학생은 특별히 참석하지 못한 경우 실시간 화상통화 시험도 가능함

  다. (코로나19) 확산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술고사는 전면 온라인(실시간 화상) 시험으로 

대체될 수 있음

Ⅶ. 전형방법

1. 전형방법

  가. 석사과정 = 학사과정성적 + 자기소개서 + 구술고사 

  

2.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지원자는 원서를 출력하여 사진 1매(3×4cm)를 붙인 후, 모든 제출서류를

     갖추어  2021.01.14.(목)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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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학과명
서류전형

구술고사 계
하위과정성적 자기소개서

석사과정 융합콘텐츠학과 30％ 20% 50% 100%

※ 각 분야별 성적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만 기재함

※ 2021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0학년도 1학기까지의 성적만 반영함

Ⅷ. 선발방법

1. 선발방법

가. 모집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시자와 과락자를 제외한 자 중에서 입학전형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나. 합격자 중 미등록자가 발생할 경우 미등록 인원만큼 후보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함

2. 동점자 처리

가. 제1순위 : 구술고사 성적이 높은 자

나. 제2순위 : 자기소개서 성적이 높은 자

             

다. 제3순위 : 하위과정(학사) 성적이 높은 자

3. 불합격(과락) 기준

가. 전형별 서류 미제출자 및 결시자, 과락자는 불합격 처리

나. 구술고사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 미만인 경우

Ⅸ. 합격자 발표, 등록 및 등록포기(환불)

1. 합격자 발표 

  가. 최초합격자 : 2021.01.29.(금) 14:00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공고

  나. 추가합격자 : 2021.02.08.(월) 16:00 이후부터 전화로 개별 통보

2. 등록기간 및 방법

  가. 등록기간

   (1) 최초합격자 : 2021.02.01.(월) 09:00 ~ 02.05.(금) 16:00

   (2) 추가합격자 : 2021.02.09.(화) 09:00 ~ 02.17.(수) 16:00

   ※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자로 처리하며,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경우 등록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개별 전화 통보

  나. 등록방법 : 합격자 조회 시 안내된 가상납부 계좌로 등록금액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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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포기 및 환불 신청

  가. 대상 : 합격자(추가합격자 포함)로서 등록 하였으나 등록을 포기하려는 자 

  나. 등록포기 및 환불기간 : 2021.02.22.(월) ~ 02.26.(금)까지

  다. 신청방법 :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Ⅹ. 유의사항

1. 수험생이 해당 고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2. 원서의 기재착오 및 구비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이 감수하여야 함

3. 접수 완료된 입학원서는 취소할 수 없으며, 납부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4. 입학전형 합격자의 서류가 허위,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있으면 합격을 

취소

5. 미등록 및 등록포기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의사번복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미등록 및 

등록포기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6. 추가합격 대상자에게 전화통보 시 연락이 되지 않으면 다음 후보자에게 추가합격을 통보

하므로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7. 졸업예정자로서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2021년 2월 26일(금)까지 졸업증명서를 한국문화산업

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람

8.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지원실(☎054-820-6381~6382)로 연락 바람 

Ⅺ. 학사 및 학과 연락처 안내

1. 학사 안내 

  가.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5학기 35학점

  나. 매학기별 최대 9학점까지 이수 가능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참고)

2. 학과 연락처 안내

연락처 전화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행정실 054-820-6381~6382 공간콘텐츠 054-820-6389

문화기획 054-820-6386 문화예술경영 054-820-6388

문화교육 054-820-6390 스토리텔링 054-820-6384

축제공연 054-820-6387 전통복식 054-820-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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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 등록금과 장학금 및 혜택

1. 등록금 

                                                                      (2020학년도 등록금 기준)

입학금 수업료 합  계

173,420원 2,450,000원 2,623,420원

     ※ 2020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2. 장학금 및 기타

가. 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 하여 장학금을 지급

나.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장학금

다. 해외연수 기회 및 기회 제공

라.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3급 이상 취득자는 학위청구자

격시험 외국어시험 대체 인정

3. 기숙사 안내

  가. 외국인학생은 생활관 입사를 우선 허용하며, 생활관 관리비 및 식비는 본인 부담

  나. 신청방법 : 합격자 발표 시 행정실로 연락 요망 

  다. 기숙사비 참고                                          (2020년도 한 학기 기준)

4.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신청 안내

  가. 체류자격 : 유학 D-2

  나. 신청기관 : 현지 대한민국 공관

  다. 신청절차

※ 안동대 대외협력과(입학허가서 발급) → 합격자 → 대학민국공관  → 국가별지자취득 →

소요기간 상이

※ http://eng.andong.ac.kr/eng/html.do?menu_idx=28 (D-2 : Overseas Study)

입학허가서

재정보증서류발송
 비자신청 비자취득 입국

구분 관리비 식비 합계 비고

솔뫼관 1~2동 750,000원 470,000원 1,220,000원

솔뫼관 4동 750,000원 470,000원 1,220,000원

솔빛관 1,120,000원 470,000원 1,590,000원 BTL

http://eng.andong.ac.kr/eng/html.do?menu_idx=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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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전기2차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입학원서
   본 입학원서는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출력하는 것임(한글워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님)

수험번호 ※

지

원

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

번    호

사     진

(3㎝×4㎝)

지원사항 과 정 석사(    )    박사(   )

주    소
우편번호:

연 락 처 전 화 휴대전화

병역
사항  군필(    ), 미필(    ) 

출  신  학  교 

졸업(예정)일 출신대학(원)    학과 학위등록번호

      대학교        대학            학과 졸업(예정)

      대학교        대학            학과 졸업(예정)

      대학교        대학            학과 졸업(예정)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상기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인)

 접

 수

처
  국립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장 귀하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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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소 개 서
2021년도 전기 2차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인적사항 성    명                       (인) 직 업

학력사항

대    학 　 학 과　 　

대 학 원 ※대학원 졸업자만 기재(삭제 후 작성)　 학과(전공) ※대학원 졸업자만 기재　

논문제목 ※대학원 졸업자만 기재(삭제 후 작성)

경력사항

취업경력 ※주요 근무처 1~2곳 (삭제 후 작성)

수상경력 (삭제 후 작성)

자 격 증 (삭제 후 작성)

기타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등 (삭제 후 작성)

자기소개
성장과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자신을 소개할 것

(페이지 추가 가능)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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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Form 1]

2021.2 Andong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reative Industry
Application for Admission

Application No. ※

PersonalInformation

Name ofApplicant Last/Family First/Given Middle

Nationality Passport No.

Photo(3㎝×4㎝)
ApplicationProgram Master’s ( ) Doctoral ( )

MailingAddress
Zipcode:

Email Mobile Phone
Educational Background

Duration Institution Major Degree

    I do hereby declare that the above-statement to be true and correct in
   every detail. I understand that a false statement may disqualify me for
   benefits.

Date(mm/dd/yy) :
                  

                  

          

Applicant               (Signature)
 Administrative

Office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Creative Industry

Andong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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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2]

Personal� Statement
Application Program :    □ Master’s    □ Doctoral

Personal 
Information Name of Applicants              (Signature) Occupation

Verification 
of Final 

Education 
Degrees

Name of University 　 　
Degree or Diploma Major

Title of Master’s 
Degree Thesis

Extracurriular 
Activites

Work Experience
Academic 

Awards/Achievement
Certificate

Additional Skills

Personal Statement
&

Stud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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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1. 우리 대학교는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합니다. 

     ❍ 지원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학교 정보 : 성적 및 학력 사항

     ❍ 경력 정보 : 경력사항(근무기간, 근무처, 직책 등)

     

   2. 수집된 개인정보는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의 입학, 장학, 학사 및 통계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동의(I agree)   □                  비동의(I disagree)   □

개인정보 수집․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