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미래가 있는 대학,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

부산대학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

2019학년도 2학기 (통합)연계과정 학생 및 전환과정 희망 학생 모집 요강 안내

관련 : 「부산대학교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 운영 지침」

2. 2019학년도 2학기 (통합)연계과정 학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에서 「학·석박사 통
합연계과정」으로의 전환 희망 학생 모집요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생들에게 안
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일정

구분
① 지원서 교부
② 지원서 접수

일정
2019. 7. 10.(수)
7. 16.(화)

∼

주요내용
비고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관리하는 대
소속 대학 홈페이지에서
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 행정실에서는 단과대학 홈페 양식 다운로드
이지에 모집요강 공고 필

진학희망 대학원 소속 단과대
학 행정실 ➔학과로 이송

③ 전형(면접및학과
전형기준에따름)

2019. 7. 22.(월)까지

모집학과별 시행

④ 합격자 발표

2019. 7. 24.(수) (예정)

단과대학(지원학과) 홈페이지
게시

전형결과를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취합 후 교
무과에 공문 제출

❍ (통합)연계과정 전형 결과보고 제출서류
- 연계과정 또는 통합연계과정 지원서(모집요강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소속대학 학과(부)장이나 지도교수의 추천서(모집요강 [별지 제2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모집요강 별지 제3호 서식)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사정대장 1부([붙임 2]-소속 단과대학 작성 후 파일 제출)
❍ 「학·석사 연계과정」에서「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전환 제출서류
- 통합연계과정 전환 추천서(모집요강 [별지 제6호 서식]) 1부
- 통합연계과정 전환 자기소개서(모집요강 [별지 제7호 서식])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전환 희망자 대장 1부([붙임 3]-소속 단과대학 작성 후 파일 제출)

붙임 : 1. 2019학년도 제2학기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 및 연계과정 전환 모집요강 1부
2. 2019학년도 제2학기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 지원자 사정대장 1부
3. 2019학년도 제1학기 전환과정 희망자 대장 1부
4. 부산대학교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 운영지침 1부
5. 연계과정 질의응답(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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