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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총동문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서 회장으로 선출된 공주대학교 총

동문회 회장 이대영입니다. 

 공주대학교 동문회는 1952년 제3회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첫 출발을 하

였습니다. 1991년 공주사범대학이 

종합대학인 국립공주대학교로 승격

하면서 현재의 총동문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은 국내외 곳곳에서 

활동하는 8만여 동문들과 함께 공주

대학교 총동문회는 모교 발전의 든

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48년 개교한 공주사범대학은 해

방 직후 교육 입국의 사명을 띠고 인

재교육의 산실이 되어 대한민국의 

산업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초

석이 되었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접

어든 오늘날에는 교육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수많은 동문들이 

국가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모교입니다. 

곰나루와 공산성이 공주의 정신이라

면 천안과 예산 캠퍼스를 포함하는 

공주대학교는 동문의 영혼입니다. 

내 정신의 뿌리는 온전히 모교에서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동문들을 

만날 때마다 새삼 모교에 대한 사랑

과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8만여 동문들이 함께 응집하고 상호 

협력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총동문회가 더욱 단단해져야 합니

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동문 여

러분들께서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 곁에는 총동문회가 있

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동문 여러분

과 함께하는 총동문회가 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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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를 여는 
공주대학교

동문과 함께 미래로”

총동문회장 이대영



동문회 소식

  부작용은 줄이고 정확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약물전달시스템

(Drug Delivery System, 이하 DDS)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분자성 나노입자, 마

이셀 형성을 통한 나노입자, 나노리

포좀 등이 DDS의 대표적인 예들이

다. 하지만 이들 물질은 정상세포

에서 부작용 유발하고 암세포로 전

달되는 과정이 비효율적이라고 알

려졌다. 이에 고려대 차세대분자테

라노시스연구단 (단장 김종승교수)은 테라노시스(theranostics)

를 이용해 특정부위에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약물전달시

스템 DDS를 연구하고 있다. 기존의 DDS 연구에서는 순수 유기

합성으로 전달체와 약물 DDS를 결합시켜 새로운 DDS를 구축해 

왔다. 하지만 발광센서재료연구단은 유기화학 분야의 ‘합성’에 

바이오 분야의 ‘약물’이 더해진, 융합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환자친화적인 DDS 물질 개발

   본 연구단은 2012년 8월, 암

세포에만 약물을 정확히 전

달하고 그 전달과정까지 직

접 모니터링 할 수 있는 DDS 

물질 개발에 성공했다. 김종

승 교수는 “기존의 DDS 물질 

복합체는 약물을 전달해도 

크기가 커서 암세포에 제대

로 도달할 수 없었다. 또 제대

로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없

었는데, 우리 연구단이 개발

한 DDS 물질은 이런 단점을 

줄이고 효능은 극대화했다”고 밝혔다. 

   연구단은 항암제를 암세포로 유도하는 물질 중 ‘RGD(아르기

닌·글리신·아스파르트산의 아미노산 서열) 펩타이드’를 활용해 

기존 DDS 물질의 약점을 해결했다. 

   암세포 표면에는 RGD 펩타이드를 인지할 수 있는 ‘인테그린 

수용체’가 많이 분포해 있다. 인테그린 수용체는 RGD 펩타이드

를 선택적으로 인식해 세포 안으로 흡수한다. 연구단이 개발한 

물질에 약물을 유기합성으로 결합시키면 암세포 주변에 이 약

물이 달라 붙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연구단이 개발한 물질과 분자센서는 약물의 체내 전달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환자 친화적인 치료

법’의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2012년 8

월 『미국화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JACS)』에 표지 논문으로 실렸다. 

   또한 연구단은 미토콘드리아에서 과발현 된 과산화수소

(H2O2)의 존재 하에서 항암제와 형광체를 방출하게 해 세포사

멸을 유도하는 항암 치료 진단제 약물전구체를 개발했다. 연구

단은 에티듐(ethidium)이라는 미토콘드리아에 선택적으로 분포

할 수 있고, 이중나선 RNA 또는 DNA와 결합하였을 때만 형광

을 나타내는 형광체와 플루오로우라실(5-fluorouracil)이라는 항

암제를 과산화수소와 반응하는 트리거에 연결해 과산화수소 존

재 하에서 항암제와 형광체를 방출도록 했다. 그리고 바이오틴

(biotin)이라는 물질을 도입해 치료진단제가 암세포에만 도달하

도록 했다. <그림 2>와 같이 디자인 된 치료진단제는 바이오틴에 

의해 종양 세포들에만 선택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암세포에 과

발현 된 H2O2에 의해서 항암제가 방출되게 된다. 이 때, 함께 방

출 된 에티듐에 의해서 항암제의 방출 여부와 세포사멸을 형광 

이미지를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단은 쥐를 모

델로 한 실험에서 연구단이 개발한 치료 진단제를 처리했을 때, 

암세포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JACS』에 2014년 1월호에 게재됐다.

  

광역학치료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저산소증은 신생혈관 생성

을 유도하여 암의 재발과 악성화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치료

효과를 현저히 감소시켜 광역학치료의 주요 한계점으로 여겨졌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세타졸아마이드가 연결된 보디

피 광감각제를 디자인하여 광역학치료에 신생혈관억제 치료의 

이점을 도입함으로써 광역학치료에서 주요 한계점으로 지적되

는 저산소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아세타졸아마이드는 암

세포에 과 발현 되어 있는 탄산탈수효소9(CAIX)과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신생혈관생성을 억제한다는 특성을 보인다. 본 연구에

서는 이를 이용하여 보디피 광감각제를 아세타졸아마이드에 연

결시켰고, 탄산탈수효소9(CAIX)이 과 발현 되어있는 악성유방

암세포(MDA-MB-231)에 이를 선택적으로 축적 시켰다. 또한 

보디피 광감각제의 활성산소발생과 아세타졸아마이드의 신생

혈관억제 효과를 통해 사람의 유방암세포를 이용한 종양 모델

에서 향상된 암 치료 효율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광역학치료

에서 탄산탈수효소9을 표적하고 신생혈관생성을 억제하는 복

합치료접근의 유용성을 증명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JACS』에 

2017년 6월호에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뇌질환 병(알츠하이머병) 진단 형광체 개발

 연구단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뇌질환 진단 및 치료 방법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단은 뇌 신경세포의 손상에 의해 기억력, 

사고력 및 행동상의 문제를 야기하여 죽음을 초래하는 알츠하이

머병의 형광 진단 물질을 개발 및 연구하였다. 알츠하이머 환자

의 뇌에는 뇌세포 밖의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의 생성과 뇌세

포 안의 과인산화된 타우 단백질의 신경섬유다발화에 의해 발생

한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여태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센서들

은 뉴런 세포 밖과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른 종류의 단백질들

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타우 단백질에 고 선택성을 갖지 못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단에서는 과인산화된 타우 단백질을 조기 발

견하기 위해서, 타우 단백질생물학적으로 안정한 BODIPY 형광

체를 이용함과 동시에 분자의 길와 분자내의 conjugation 정도를 

조절해 타우 단백질에 고선택성을 갖는 NIR probe를 개발하였

다. 이 연구결과는 『JACS』에 2017년 9월호에 게재되었다.

 

발암과 악성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유전자 변이와 손상,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세포 복제 및 분열

은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를 과 발현시킨다.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가 축적되면, 일반적으로 세

포자살경로(Cell apoptosis)에 의해 세포가 사멸하게 된다. 하지

만 종양세포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항산화

시스템(Antioxidant system)을 과 발현 시켜 산화/환원적 환경에 

밸런스를 유지하며 생존한다. 따라서 모순적이게도 종양 내에는 

정상세포보다 산화적 스트레스가 높거나 혹은 항산화시스템이 

과 발현된 종양세포가 공존하는 이질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이

러한 종양 이질적 특징에 착안하여 본 연구단에서는 종양 내 활

성산소와 항산화물질인 글루타치온(Glutathione)에 의해 동시에 

약물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항암표적치료기술을 개발하였

다. 본 연구단이 개발한 종양이질성 표적 항암전구약물을 인간

유래의 대장암 세포가 이식된 마우스 종양모델에 투여한 결과, 

대조군의 40배 이상, SN-38 투여 군에 비해 2배 가까이 종양 부

피가 감소됨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특이적 약물부작용도 나타나

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JACS』 2019년 10월호

에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김종승 교수 소개

  김종승 교수는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82학번이다. 

미국 텍사스 공과대학에서 1993년에 거대분자 영역으로 박사학

위를 취득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화학과 교수이며, 항암제와 알

츠하이머 관련 생 유기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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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2년 8월호 
JACS 표지논문

[그림 2] 마이토콘드리아 표적지향 시스템을 이용한 암세포 지향적 약물 전달

[그림 3] 종양 저산소환경에서의 치료 한계 극복을 위한 탄산탈수효소9 

표적 광역학치료제

[그림 5] 종양 내 이질적 환경을 동시 표적하는 항암전구약물개발

[그림 4] 알츠하이머병 뇌 속의 타우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NIR 진단제 개발

고려대학교 화학과 
차세대분자테라노시스 연구단

단장: 김종승교수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82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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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2022년도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기초연구실(BRL) 지
원사업」 선정

국립 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 산

학협력단(단장 김길희)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구실(BRL, Basic 

Research Laboratory) 지원사업(이

하, “BRL사업” 이라 함)」에 산업과

학대학 식물자원학과 박용진 교수

(사진)가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총 13

억 8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

었다고 밝혔다.

금번 선정된 BRL사업은 기존 연구

를 심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지원해 소규모 연구집단을 체계적으

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박용진 교수

팀은 현재 벼의 가장 중요한 육종 목

표인 기능성(비타민/향기성 부분), 

수발아, 밥맛/전분특성에 관련된 농

업유용유전자를 대량으로 발굴·활

용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책임자 박용진 교수는 벼의 빅

데이터 정보를 활용·분석하여 대량

의 농업유용유전자 발굴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기능 검증 및 

새로운 돌연변이 육종소재 작성 발

굴된 유용유전자의 기능대립유전자 

및 유전자가위 유용 돌연변이를 여

교잡육종법으로 개발 인공지능을 이

용한 자원선발 방법의 육종현장 적

용 벼에서 개발된 기술과 노하우를 

거대 지놈인 밀, 녹두로 확대 적용하

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박용진 교수는 “본 연구를 통해 

후보 유전자의 유전자 기능을 검증하

여 이를 통해 다양한 유용중간모본을 

다량으로 개발하고, 향후 새로운 벼 

품종을 만들 수 있는 육종소재를 제

공하여 밥맛 개량의 새로운 육종 해

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관우 명예교수 사계문학상 
당선

우리학교 독

어독문학과 

이관우(독어

77) 명예교수

(사진)의 작품 

‘하얀 겨울밤

의 아이’가 제18회 사계김장생신인문

학상 공모에서 소설부문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고아로 자란 주인공의 원초

적 감정인 외로움과 그리움을 동화적 

환상을 통해 그려낸 1인칭소설이다. 

이관우 명예교수는 “인생의 황혼녘에 

얻은 당선의 영광을 더 좋은 글을 쓰

라는 격려로 여겨 앞으로도 더욱 정진

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5년에 시작된 사계김장생신인

문학상은 조선시대 예학의 대가인 

사계 김장생 선생의 학문적 업적

과 삶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시, 소설, 수필 등 3개 부문별로 작

품공모를 통해 유능한 신진작가를 

발굴해오고 있다.

공주대, 도서관 연합 행사 
담.담 도서관 페스티벌 성료

우리학교 도서관은 4월 27일부터 28

일까지 3개 캠퍼스 도서관이 연합하

여 함께한 ‘담.담 도서관 페스티벌’행

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책을 담다, 마음을 담다’

를 표방한 행사로 야외로 나간 도서

관이라는 콘셉트로 공주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하였다.  

특히, 공주캠퍼스의 중앙도서관 뿐만 

아니라, 천안공과대학도서관분관과 

예산산과대학도서관에서도 동일시간

대 진행하여 각각의 캠퍼스에서 독서 

열기로 가득 찬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행사는 ‘팝업(Pop-Up) 도서관’과 ‘총

장님과 함께하는 독서 U Quiz?’ 행사

로 나눠 진행하였다. 4월 27일 15시부

터 1시간동안 진행된 독서 U Quiz?에

서는 예능프로그램인 유 퀴즈 온 더 

블록을 패러디하여 총장과 학생들이 

책을 매개로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

하였으며, 팝업 도서관에서는 ▲공감

책꽂이 도서 대출 ▲블라인드 북 대

출 ▲미 대출 도서 첫 대출 ▲도서관 

SNS 이벤트로 운영하였으며, 행사 

참여자에게 도서관 제작 상품을 증

정하여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행사 취지에 

대해 “코로나와 취업 등으로 지친 학

생들을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

사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이번 행

사를 통해 책과 도서관에 대한 학생

들의 관심을 고조하는 계기가 되었

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주대학교,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기반구축 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첨단분말소재부
품센터 출범식 개최

우리 학교(총장 원성수)는 3월 11일 

천안 공과대학 대강당에서 2021년 산

업통상자원부 소부장 기반구축 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첨단분말소재부품

센터(이하 첨단분말센터) 출범식 및 

첨단분말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충남

지역 20개 기업과 지역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우리 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출범식 및 협약 식에는 원성수 공주대 

총장, 홍순직 공주대 첨단분말소재부

품센터장,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 박

상돈 천안시장 및 충남지역 첨단소재

부품 관련 20개 기업 대표와 관계자들

이 참석하였다.

첨단분말센터는 국가주력산업이

며 미래 선도 사업인 첨단분말소재

부품 산업의 기술력 확보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공주대가 선정돼 (총괄책임자: 신

소재공학부 홍순직 교수) 5년간 총 

12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소재

부품 관련 장비지원, 애로기술 신속

지원, 전주기 제품 생산, 시제품개

발, 마케팅 등 기업 요구에 맞는 다

양한 기술지원과 분말소재·부품 기

술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및 미래 선도형 공동기술 

개발 프로젝트 등을 수행 한다

이번 출범식 및 업무협약은 참여 기관

의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위해 체결되

어 지역 소재부품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관학협력, 소재

부품산업 신규 일자리창출, 지역기업

의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및 애로 

해결 지원 공동 협력 사업 발굴 등의 

협업을 추진한다.

원성수 공주대 총장 등 참여 기관장들

은“이번 출범식 및 업무협약으로 참

여 기관의 협력 및 일자리 창출, 기업

애로 발굴 및 해결 등 협력의 기회가 

확대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참여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의 노력

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과 총동문회, 후배사
랑 장학금 기탁

국립 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 유아교

육과는 유아교육과 총동문회에서 후

배사랑 장학금 일천만원을 기탁했다

고 3월 31일 밝혔다. 본 장학금은 어려

운 상황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후배

들을 위해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총

동문회 회원들이 모금한 장학금이다.

제 1기 이금옥 동문회장과 제 2기 이

창숙 동문회장은 “그동안 모아온 장

학기금을 전달할 수 있어 뿌듯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공주대학

교사범대학유아교육과 학생임을 자

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든

든한 동문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

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공주대 유아교육과는 1981년 학과 설

립 이후로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하

였으며, 동문들은 충남 지역을 비롯

한 전국 각지에서 유아교육기관의 원

장 및 원감, 교사, 교육청 장학사, 육아

종합지원센터장, 대학 교수 등으로 소

임을 다하고 있다. 공주대학교 유아교

육과 동문회는 장학금 기탁뿐 아니라 

학과와 연계하여 매년 진로취업프로

그램과 공립유치원 교원임용지원 비

교과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서 후학 

양성과 후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2022학년도 교원임용시험 
436명 합격자 배출

- 교원양성 명문대학으로서 명예와 

전통을 이어 나아가고 있다 -

우리 학교는 2022학년도 전국 시도

교육청 교원임용시험에서 총 436명

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우리 학교 사범대학(학장 장창기)에 

따르면 ‘교원임용시험 경쟁이 매우 

치열한 가운데 2020학년도 485명과 

2021학년도 437명, 2022학년도 436

명이 합격하는 등 최근 3년간 교원임

용 합격자 400명 이상을 배출하여 전

국 최대 합격률을 자랑하는 교원양

성 명문대학으로서 명예와 전통을 

이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행정전문직 시험에서도 1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사범대학의 진로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사범대학 장창기 학장은“특화된 교

육과정과 열정적인 맞춤형 지도, 담

임교수제를 통한 상담활동, 전공핵

심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특화된 

교육과정과 체계적 운영으로 명실상

부한 교원양성 명문 대학임을 다시 

한 번 입증시켜 준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 학교 사범대학은 앞으로 

계속하여 인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현장 밀착 미래지향 교육리더 양성

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인성교육, 수

업전문성, 창의융합교육, 현장적응, 

원격교육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에 주력할 계획

이며, 미래교육트렌드를 추구하여 AI

교육역량강화사업단을 운영 학생들

의 AI역량강화에도 매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 학교 사범대학은 교원역

량강화 4대 프로그램 운영, KNU-명

품교사 인증제, 국제교사 자격취득 

프로그램, 창의융복합 콜라주교육

과정, 교사외 학교 밖 교육전문가 양

성, 또래상담 프로그램, 유네스코 협

력학교, 해외원격교육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결과 5주기 교원

양성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공주대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항공 관측

우리학교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센

터장 김맹기(지구과학 84)교수, 협력

기관 한서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

제 시행기간 중 고농도 초미세먼지 

감시 및 원인규명을 위하여 항공 관

측을 실시한다.

특히 2월 17일은 태안군 남면에 위치

한 한서대 태안비행장에서 충남도지

사가 함께 탑승하여 연구1팀장인 한

서대 김종호 교수의 관측시스템 설

명과 함께 태안화력-대산산단-당진

화력-현대제철 등 대형배출원을 비

행하면서 대기질 항공관측과 계절관

리제 이행을 점검하였다.

이번 항공관측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중부권 대기질 변화를 분석하여 

대기질 위험 예측 및 감시 기반을 구

축하므로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개선 정책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 관측에 앞서 라디오존데 및 드

론을 이용한 고층 관측을 인근 해안

에서 진행하여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입체적 관측을 실시하였으며, 항공

관측 등 고층 관측체계를 통한 중부

권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의 과학적

인 근거를 확보하여 이를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맹기(지구과학 84) 센터장은 “중부

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는 중국 기

원의 월경성 미세먼지와 국내 기원

의 미세먼지를 연구할 수 있는 최적

지로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이

동, 확산 등의 거동을 체계적으로 연

구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나가겠

다”라고 말했다.

한서대의 대기질관측 항공기

(Beechcraft 1900D)는 관측장비 

8 set와 4명의 연구진이 탑승하여 서

해안과 내륙지역 상공에서 국외유입 

미세먼지와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질

들의 공간분포, 농도특성 등을 관측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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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시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 학생부종합전형 中 1개, 학생부교과전형 中 2개, 실기/실적전형 中 1개 전형 지원 가능하며 최대 4회 지원 가능(동일 전형 2회 지원 불가)
• 전 모집단위 교차지원 가능(단, 학생부교과전형 수학교육과는 수능 ‘미적분’ 또는 ‘기하’ 필수 반영)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 고등학교 출신자 및 국내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제출

※ 위 표는 전형의 대표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전형별 자세한 지원 자격, 전형 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한 내용은 본 모집요강에서 확인하기 바람

전형명 모집
인원 전형방법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학교생활기록부 지원자격 증빙서류 전형유형 내 전체

제출서류 복수지원
(동일 전형 2회 지원 불가)

일반전형

학생부 종합

최대 4회 
지원 가능

1회
 지원 가능

2회
 지원 가능

1회
 지원 가능

723

83

2

57

고른기회전형

고른기회지역전형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O

X

O

O

O

• 1단계: 서류평가 100(4배수 선발)

 - 평가서류: 학교생활기록부

 - 평가방법: 평가서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의 정성적 종합평가

• 2단계: 서류평가 70 + 면접 30

1,298

261

122

6

3

12

일반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전형

일반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실기 / 실적

특기자전형

O

O

O

O

O

O

• 학교생활기록부 100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제외)

-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학교생활기록부 70 + 실기 30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교과성적 90 + 출결성적 10

• 학교생활기록부 30 + 실기 70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교과성적 90 + 출결성적 10

• 체육교육과 

 - 학교생활기록부 30 + 실기 20 + 입상실적 50  

• 생활체육지도학과

 - 학교생활기록부 30 + 실기 40 + 입상실적 30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교과성적 90 + 출결성적 10

X

101

37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O

O

X

O

O

O

X

X

O

O

O

O

X

• 서류 100

 - 평가서류: 학교생활기록부*

  -평가방법: 평가서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의 정성적 종합평가

이대영(생물교육, 78)

김인표(영어교육, 78)

박달원(수학교육, 78)

송해성(영어교육, 78)

신호상(화학교육, 78)

최호규(상업정보교육, 79)

서명석(지구과학교육, 80)

이동재(한문교육, 81)

진종화(불어불문, 81)

김영미(국어교육, 83)

이병기(문헌정보교육, 83)

김맹기(지구과학, 84)

김현수(문헌정보교육, 84)

강경심(가정교육,  85)

서정석(역사교육,  85)

송기호(문헌정보교육,  85)

이혜경(간호학,  85)

유종열(일반사회교육,  86)

장동호(지리교육,  87)

조성기(음악교육,  87)

윤세병(역사교육,  89)

박지훈(지리교육,  89)

임은진(지리교육,  89)

최상배(특수교육,  89)

한민아(화학교육,  89)

홍재영(특수교육,  89)

이성형(한문교육,  90)

임경원(특수교육,  90)

김경진(지질환경과학, 91)

윤상돈(영어교육, 91)

이기원(응용물리, 92)

소병문(문헌정보교육, 94)

이옥하(중어중문, 94)

이화자(만화애니메이션학부, 94)

박종철(지리학, 94)

오태석(농학, 96)

김인희(건설환경공학부, 97)

마용기(응용수학,  98)

조영훈(문화재보존 , 00)

김은경(교육, 01)

서효정(특수교육, 01)

유 리(국어교육, 04)

김연배(화학교육, 79)

이관배(역사교육, 80)

양신호(물리교육, 82)

2022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2022. 7. 6. 기준)

김지철(영어 70) 충남 교육감, 최교진(국어 72) 세종 교육감 동문의 연임 축하 기념 오찬회 학내 동문 교수이신 임재광(미술 76) 교수, 이진헌(화학 77) 교수 퇴임 기념 오찬회 

은행계좌

농협 301-0185-8287-91 
예금주: 공주대학교총동문회
(입금시 성명·학과·입학년도 입력 요망)

구분 연회비

모교학내이사

이사(지부임원/전문직 및 관리직)

일반회원 

50,000

30,000

10,000

동문회비 납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