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안)

2021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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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내외 구분 전형유형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정원내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 2,119 2,026

학생부교과(지역인재특별전형) 25 25

학생부교과(창의인재전형) 680 678

학생부종합(잠재능력우수자전형) 501 690

학생부종합(사회기여및배려자전형) 65 65

실기/실적(특기자전형) 38 39

정원외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53 53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16 16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149 149

학생부종합(기회균형전형) 50 50

계 3,696 3,791

1  2021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전년대비) 및 특징

공통사항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영역 및 유형(수시 일반, 창의인재, 지역인재특별, 농·어촌학생전형 및 정시모집)

  - 전년도 대비 수능 응시영역 및 유형에 변경 없음

  -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시행(1~9등급제, 등급만 제공)

계열, 모집단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전 모집단위(아래 제외)

응시

응시
가/나

응시
사회/과학

응시

응시
가/나

응시
사회/과학

의예과 가 과학 가 과학

<수시모집> 특수체육교육과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응시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응시

<정시모집> 예‧체능계열

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
군사학과

응시 가/나 응시 - 응시 가/나 응시 -

  ※ 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 군사학과는 공군, 육군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수시모집

◆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모집인원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모집인원 632명 821명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정원내
· 잠재능력우수자: 501명

· 사회기여및배려자전형: 65명
정원내

· 잠재능력우수자: 690명

· 사회기여및배려자전형: 65명

정원외
·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16명

· 기회균형전형: 50명
정원외

·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16명

· 기회균형전형: 50명

1단계 사정비율 잠재능력우수자전형 : 4배수 잠재능력우수자전형 : 4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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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제출 여부

전형유형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자기소개서 제출 자기소개서 제출

사회기여및배려자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기회균형전형

자기소개서 제출 없음 자기소개서 제출 없음

◆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유형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서류 면접 서류 면접

잠재능력우수자전형
1단계 100% - 100% -

2단계 70% 30% 70% 30%

사회기여및배려자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기회균형전형

70% 30% 70% 30%

◆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한국사 반영방법

(공통)

전 모집단위(아래 제외)

: 응시만 하면 지원자격 부여

전 모집단위(아래 제외)

: 응시만 하면 지원자격 부여

· 의예과 : 4등급

· 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 : 3등급

· 의예과 : 4등급

· 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 : 3등급

최

저

등

급

일반학생전형 - 수능 최저학력기준 기준표 참조(8쪽)

창의인재전형 - 일반학생전형과 동일한 기준 적용(9쪽)

지역인재특별전형 - 수능 최저학력기준 등급 변화 없음(10쪽)

농·어촌학생전형 - 일반학생전형 대비 2등급 하향 적용(20쪽)

  ※ 각 전형별, 모집단위별 상세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전형별 안내사항 참조

◆ 체육특기자전형(육성, 생활)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모집단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체육특기자(육성)
체육학전공,

특수체육교육과

학생부 입상실적

30% 70%

학생부 입상실적

20% 80%

체육특기자(생활) 특수체육교육과
학생부 입상실적

30% 70%

학생부 입상실적

30% 70%

  ※ 체육학부 체육학전공 : 특기자전형 생활체육 모집 없음

◆ 사회기여및배려자전형 지원자격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지원자격
국가보훈대상자, 만학도,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만학도,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 기회균형전형(정원외) 지원자격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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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

◆ 모집군별 모집단위, 모집인원(가군, 나군, 다군 선발)

  - 전년도 대비 모집군별 모집단위의 변경 없음

2020학년도

구분 모집단위
모집
인원
(명)

가군
인문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

군사학과
26

나군
문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의과대학, 생활과학대학, 

디자인미술대학, 음악대학
491

다군

공과대학, 기계IT대학, 건축학부,
정치행정대학, 생명응용과학대학,

사범대학, 천마인재학부,
야간강좌개설부

615             

2021학년도

구분 모집단위
모집
인원
(명)

가군
인문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

군사학과
27

나군
문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의과대학, 생활과학대학, 

디자인미술대학, 음악대학
450

다군

공과대학, 기계IT대학, 건축학부,
정치행정대학, 생명응용과학대학,

사범대학, 천마인재학부,
야간강좌개설부

561

  ※ 모집인원은 학생 정원조정 및 2019학년도 미충원 이월 인원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수능 영역별 정시 성적 반영 비율 : 전년도 대비 변경 없음

계열, 모집단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인문사회계열(아래 제외)

등급별
가산점

30 25 25 20

등급별
가산점

30 25 25 20

자연계열(아래 제외) 20 30 25 25 20 30 25 25

의예과 25 35 10 30 25 35 10 30

생명응용과학대학(생명공
학과, 의생명공학과 
제외), 가족주거학과,
의류패션학과

25 25 25 25 25 25 25 25

예·체능계열 상위 3개 영역 각 33.3% 상위 3개 영역 각 33.3%

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 - 37.5 37.5 25 - - 37.5 37.5 25 -

군사학과 - 35.7 35.7 28.6 - - 35.7 35.7 28.6 -

  ※ 자연계열 학과에 대한 수학 가형, 과학탐구 취득 성적에 대한 가산점은 현행 유지

◆ 수능 ‘영어’ 영역 절대평가에 따른 정시 성적 반영 방법 : 전년도 대비 변경 없음

등급 1 2 3 4 5 6 7 8 9

반영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 수능 ‘한국사’ 영역 등급별 가산점 부여 방법 : 전년도 대비 변경 없음

등급 1 2 3 4 5 6 7 8 9

가산점 10 9.8 9.6 9.4 9.2 9.0 8.8 8.6 8.4

◆ 체육학부 무용학전공 : 수시에서 전원 선발(단, 수시 미충원 인원이 있을 경우 정시(실기) 선발)

◆ 미술학부 트랜스아트전공 : 수시에서 전원 선발(단, 수시 미충원 인원이 있을 경우 정시(수능) 선발)

◆ 음악대학 음악과 : 수시에서 전원 선발(단, 수시 미충원 인원이 있을 경우 정시(수능) 선발)

◆ 수시모집 정원외전형의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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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학년도 모집인원

대학 학부(학과,전공)

입
학
정
원

정원내 정원외

수시모집 정시모집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실적

수
능

수
능

실기/
실적

수
능

실기/
실적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일
반
학
생

창
의
인
재

지
역
인
재

잠
재
능
력
우
수
자

사
회
기
여
및
배
려
자

일
반
학
생

특
기
자

가
군

나
군

다
군

특
성
화
고
교
졸
업
자
★

농
어
촌
학
생
★

특
성
화
고
졸
재
직
자
★

기
회
균
형
★

문과

국어국문학과 52 21 8 10 1 12 2

10

중국언어문화학과 60 25 9 12 1 13 2

일어일문학과 33 11 5 10 1 6 1

영어영문학과 82 34 14 12 2 20 3

유럽언어문화학부 66 27 12 10 1 16 2

철학과 32 11 5 7 1 8 1

역사학과 60 23 10 12 1 14 2

문화인류학과 32 12 5 7 1 7 1

심리학과 34 9 5 10 1 9 1

사회학과 33 12 5 8 1 7 1

언론정보학과 34 9 5 10 1 9 1

자연

과학

수학과 43 19 6 8 1 9 2

3

통계학과 49 20 8 9 1 11 2

물리학과 36 16 6 5 1 8 1

화학생화학부 90 43 16 11 2 18 3

생명과학과 33 9 5 11 1 7 1

공과

건설시스템공학과 73 32 12 14 1 15 2 3

6

환경공학과 54 22 8 13 1 10 2 2

도시공학과 37 15 5 8 1 8 2 2

신소재공학부 125 58 20 14 2 31 2 4

화학공학부 245 106 44 20 2 73 2 6

파이버시스템공학과 47 21 8 8 1 9 2 2

기계

IT

대학

기계공학부 270 118 44 20 2 86 3 10

9

전기공학과 75 34 12 12 1 17 2 2

전자공학과 125 55 20 14 2 34 2 4

컴퓨터공학과 100 40 18 17 1 24 2 3

정보통신공학과 100 44 18 13 1 24 2 3

자동차기계공학과 90 40 14 16 1 19 2 2

로봇기계공학과 60 24 8 14 1 13 2 2

정치

행정

정치외교학과 40 17 6 7 1 9 　 2

3
행정학과 55 22 8 10 1 14 　 2

새마을국제개발학과 40 15 6 10 1 8 　 2

경찰행정학과 40 12 6 11 1 10 　 2

군사학과 40 30 10 　

상경
경제금융학부 115 47 20 13 2 33 2 5

4
무역학부 105 43 18 13 2 29 2 5

경영
경영학과 129 51 22 16 2 39 2 6

3
회계세무학과 60 24 10 7 1 18 2 2

의과 의예과 76 8 8 25 35

생명

응용

과학

식품경제외식학과 55 25 8 9 1 12 2 2

3원예생명과학과 33 9 5 11 1 7 2 1

산림자원및조경학과 66 30 12 13 1 1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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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부(학과,전공)

입
학
정
원

정원내 정원외

수시모집 정시모집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실적

수
능

수
능

실기/
실적

수
능

실기/
실적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일
반
학
생

창
의
인
재

지
역
인
재

잠
재
능
력
우
수
자

사
회
기
여
및
배
려
자

일
반
학
생

특
기
자

가
군

나
군

다
군

특
성
화
고
교
졸
업
자
★

농
어
촌
학
생
★

특
성
화
고
졸
재
직
자
★

기
회
균
형
★

생명

응용

과학

식품공학과 47 19 7 11 1 9 2 2

생명공학과 71 30 11 13 1 16 2

의생명공학과 35 11 5 12 1 6 1

생활

과학

가족주거학과 58 27 8 9 1 13 2

3식품영양학과 51 20 7 12 1 12 2 2

의류패션학과 53 22 8 11 1 11 2 2

체육학부
체육학전공

90
20 25 15

무용학전공 30 0

사범

교육학과 30 10 6 9 5 3

국어교육과 30 12 6 7 5 3

영어교육과 40 17 6 10 7 4

한문교육과 30 12 6 7 5 3

유아교육과 30 9 6 10 5 3

수학교육과 30 10 6 9 5 3

특수체육교육과 30 8 14 8

디자인

미술

미술학부
회화전공

80
40 11

트랜스아트전공 30 0

시각디자인학과 60 40 5 15

산업디자인학과 38 30 3 5

생활제품디자인학과 38 28 3 7

음악

음악과 50 50 0

성악과 32 　 27 5

기악과 66 　 49 17

 건축학부 127 56 24 19 2 27 2 4 2

기초

교육

천마인재학부 정책과학전공 30 22 5 4 　

인문자율

전공학부

인문사회계열
90

22 5 32 11 　 5

항공운항계열 14 6 　

야간

강좌

개설부

국어국문학과(야) 36 16 8 8 1 3 　 1 1

3

정치외교학과(야) 45 21 12 8 1 3 　 1 1

행정학과(야) 36 16 8 8 1 4 　 1 2

새마을국제개발학과(야) 35 15 8 8 1 3 　 1 1

경제금융학부(야) 40 18 10 8 1 3 1 1 3

무역학부(야) 40 18 10 8 1 4 1 1 3

경영학과(야) 30 11 7 8 1 3 1 1 3

전기공학과(야) 30 11 7 8 1 3 1 1 2 1

계 4,552 1,682 678 25 690 65 344 39 27 390 60 553 8 53 149 16 50

  ※ 2019학년도 입학정원 기준으로 작성(2020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수시모집 정원내전형의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

    - 체육학부 무용학전공 : 정시모집 나군으로 이월하여 선발(실기)

    - 미술학부 트랜스아트전공 : 정시모집 나군으로 이월하여 선발(수능)

    - 음악대학 음악과 : 정시모집 나군으로 이월하여 선발(수능)

  ※ ★ 표시된 정원외전형의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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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시모집 안내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

★ 일반학생전형, 창의인재전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지역인재특별전형(의예과), 농·어촌학생전형 간에

는 지원하는 모집단위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3개 전형에 복수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

  2. 지원조건

    가. 모집단위별 아래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반영영역(탐구영역은 2과목, 의예과는 

과학탐구 2과목)에 반드시 응시

모집단위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전 모집단위(의예과 제외)
응시 응시

가/나
응시

사회/과학

의예과 가 과학

    나. 모집단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및 반영방법

모집단위
한국사
기준
등급

최저학력기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반영방법반영 

과목수
기준
등급

의예과 4 4 5
· 한국사 기준 등급을 통과하고 국어, 수학가형, 영어, 과

학탐구(상위 1개 과목)영역 등급의 합이 기준 등급 이내

천마인재학부 정책과학전공

응시

4 9
· 국어, 수학, 영어, 탐구(상위 1개 과목)영역 등급의 합

이 기준 등급 이내

정치행정대학(새마을국제개발학과 제외),

사범대학(한문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제외)
3 10

· 국어, 수학, 영어, 탐구(상위 1개 과목) 중 상위 3개 영

역 등급의 합이 기준 등급 이내

-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기계IT대학(야간 제외), 수학

교육과, 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건축학부 지원자 : 

수학나형 취득 성적은 2등급 하향하여 계산에 반영

   (예, 2등급→4등급)

영어영문학과, 심리학과, 언론정보학과,

상경대학, 경영대학,

인문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3 11

문과대학(영어영문학과, 심리학과,

언론정보학과 제외), 기계IT대학(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제외),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한문교육과

3 12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생명응용과학대학, 건축학부
3 13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체육학부 제외)
3 14

야간강좌개설부 3 15

  - 탐구: 사회탐구, 과학탐구 2개 중 택 1(의예과는 과학탐구 지정) 하여 2개 과목에 반드시 응시

    1) 성적이 우수한 1개 과목을 계산에 반영

    2) 아래 모집단위 지원자 중 해당 선택과목 응시자의 제2외국어/한문영역(필수 응시 영역 아님) 취득 성

적은 탐구영역에 포함하여 반영

모집단위 중국언어문화학과 일어일문학과 유럽언어문화학부 한문교육과

선택과목 한문Ⅰ 또는 중국어Ⅰ 일본어Ⅰ 프랑스어Ⅰ 또는 독일어Ⅰ 한문Ⅰ 또는 중국어Ⅰ

  3.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단계 사정비율 전형방법 전형총점 최저학력기준

전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학생부 100% 800점 수능 기준 등급 이내

  4. 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 및 군사학과 관련 내용은 27~28쪽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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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창의인재전형)

★ 일반학생전형, 창의인재전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지역인재특별전형(의예과), 농·어촌학생전형 간에

는 지원하는 모집단위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3개 전형에 복수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

  2. 지원조건

    가. 모집단위별 아래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반영영역(탐구영역은 2과목, 의예과는 

과학탐구 2과목)에 반드시 응시

모집단위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전 모집단위(아래 제외)

응시
응시

가/나
응시

사회/과학

의예과 가 과학

특수체육교육과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응시

    나. 모집단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및 반영방법

모집단위
한국사
기준
등급

최저학력기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반영방법반영 
과목수

기준
등급

의예과 4 4 5
· 한국사 기준 등급을 통과하고 국어, 수학가형, 영어, 과

학탐구(상위 1개 과목)영역 등급의 합이 기준 등급 이내

천마인재학부 정책과학전공

응시

4 9
· 국어, 수학, 영어, 탐구(상위 1개 과목)영역 등급의 합

이 기준 등급 이내

정치행정대학(새마을국제개발학과 제외),

사범대학(한문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제외)
3 10

· 국어, 수학, 영어, 탐구(상위 1개 과목) 중 상위 3개 영

역 등급의 합이 기준 등급 이내

-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기계IT대학(야간 제외), 수학

교육과, 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건축학부 지원자 : 

수학나형 취득 성적은 2등급 하향하여 계산에 반영

   (예, 2등급→4등급)

영어영문학과, 심리학과, 언론정보학과,

상경대학, 경영대학,

인문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3 11

문과대학(영어영문학과, 심리학과,

언론정보학과 제외), 기계IT대학(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제외),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한문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3 12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생명응용과학대학, 건축학부
3 13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체육학부 제외)
3 14

야간강좌개설부 3 15

 - 탐구: 사회탐구, 과학탐구 2개 중 택 1(의예과는 과학탐구 지정) 하여 2개 과목에 반드시 응시

    1) 성적이 우수한 1개 과목을 계산에 반영

    2) 아래 모집단위 지원자 중 해당 선택과목 응시자의 제2외국어/한문영역(필수 응시 영역 아님) 취득 성

적은 탐구영역에 포함하여 반영

모집단위 중국언어문화학과 일어일문학과 유럽언어문화학부 한문교육과

선택과목 한문Ⅰ 또는 중국어Ⅰ 일본어Ⅰ 프랑스어Ⅰ 또는 독일어Ⅰ 한문Ⅰ 또는 중국어Ⅰ

  3.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단계 사정비율
점수 및 반영비율

전형총점 최저학력기준
학생부 면접

전 모집단위
1단계

500%
(의예과는 1,000%)

560점
(100%)

-
560점
(100%)

없음

2단계 100%
560점
(70%)

240점
(30%)

800점
(100%)

수능 기준 등급 이내

    ※ 사정비율 500%는 모집인원의 5배수 선발, 1,000%는 10배수 선발을 의미함

    ※ 면접고사 평가방법 및 영역: 구술로 창의성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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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지역인재특별전형)

★ 일반학생전형, 창의인재전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지역인재특별전형(의예과), 농·어촌학생전형 간에

는 지원하는 모집단위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3개 전형에 복수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지원자격: 대구·경북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고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대구‧경
북지역 소재 고교에서 재학한 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자

  2. 지원조건

    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반영영역(과학탐구는 2과목)에 반드시 응시 

모집단위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의예과 응시 응시 가 응시 과학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및 반영방법

모집단위
한국사
기준
등급

최저학력기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반영방법반영 
과목수

기준
등급

의예과 4 4 5
한국사 기준 등급을 통과하고 국어, 수학가형, 영어, 과학탐구(상위 1
개 과목)영역 등급의 합이 기준 등급 이내

      ※ 탐구영역: 과학탐구 2개 과목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성적이 우수한 1개 과목을 반영

  3.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단계 사정비율 전형방법 전형총점 최저학력기준

의예과 일괄합산 100% 학생부 100% 800점 수능 기준 등급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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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잠재능력우수자전형)

★ 일반학생전형, 창의인재전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지역인재특별전형(의예과), 농·어촌학생전형 간에

는 지원하는 모집단위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3개 전형에 복수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2. 지원조건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3.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
단계

사정
비율

점수 및 반영비율
전형총점 최저학력기준

서류 면접

전 모집단위
1단계 400%

560점
(100%)

-
560점
(100%)

없음
2단계 100%

560점
(70%)

240점
(30%)

800점
(100%)

    ※ 사정비율 400%는 모집인원의 4배수 선발을 의미함

    ※ 서류전형 성적 반영방법

      1) 평가방법 및 내용: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를 바탕으로 인성, 잠재능력,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등을 우리 대학교의 인재상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2) 평가절차

          - 1차: 서류검증(유사도 검색, 기재금지 사항 작성 등 검증 시스템을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해당고교 방문 및 전화로 문의)

          ‧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증 결과에 대한 처리기준(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준 준수)

구분 유의수준(Blue zone) 의심수준(Yellow zone) 위험수준(Red zone)

유사도 5%미만 5%이상 ~ 30% 미만 30%이상

          ‧ 유사도 검증결과 유사도 5% 이상에 대해 표절 확인 후 표절로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자기소개서 기재금지 사항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2차: 서류심사(다수의 서류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함)

    ※ 면접고사 평가방법 및 영역

      1) 평가방법: 면접위원 2~3인이 각 평가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

      2) 평가영역: 인성 및 가치관, 지원동기 및 전공적합성, 창의성 및 문제해결능력, 진취성 및 

도전정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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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사회기여및배려자전형)

★ 사회기여및배려자전형 지원자는 사회기여배려자전형 이외의 전형유형 간, 모집단위 간에 복수지원

할 수 없습니다.

  1.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성적이 있는 자 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외)손자녀

    나.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참전유공자 제외)

    다.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 자녀

    라. 6.18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바.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사.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아.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자. 만학도 : 2021. 3. 1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1991. 2. 28 이전 출생자)

    차. 다자녀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카. 다문화가정 자녀 :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가~아’항 해당자는 보훈처에서 발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

는 자에 한함

  2. 지원조건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3.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단계 사정비율
점수 및 반영비율

전형총점 최저학력기준
서류 면접

전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560점
(70%)

240점
(30%)

800점
(100%)

없음

    ※ 서류전형 성적 반영방법

      1) 평가방법 및 내용: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등)를 바탕으로 인성, 잠재능력,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등을 우리 대학교의 인재상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2) 평가절차

        - 1차: 서류검증(자격 검증)

        - 2차: 서류심사(다수의 서류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함)

    ※ 면접고사 평가방법 및 영역

      1) 평가방법: 면접위원 2~3인이 각 평가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

      2) 평가영역: 인성 및 가치관, 지원동기 및 전공적합성, 창의성 및 문제해결능력, 진취성 및 

도전정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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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 일반학생전형, 창의인재전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지역인재특별전형(의예과), 농·어촌학생전형 간에

는 지원하는 모집단위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3개 전형에 복수지원 할 수 있습니다.

  1.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

  2. 지원조건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3.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단계 사정비율
점수 및 반영비율

전형총점 최저학력기준
학생부 실기

체육학전공 일괄합산 100%
320점
(40%)

480점
(60%)

800점
(100%)

없음
무용학전공
음악대학

일괄합산 100%
160점
(20%)

640점
(80%)

800점
(100%)

디자인미술대학 일괄합산 100%
240점
(30%)

560점
(70%)

800점
(100%)

  4. 실기고사

    가. 체육학부 체육학전공

실기내용 평가내용 및 방법

① 제자리멀리뛰기

- 구름선 뒤에 두 발이 평행하도록 선 후 두 발로 동시에 도약

- 구름선에서 가까운 착지점을 측정

- 2회 실시하여 높은 측정값을 기록

- 착지 후 구름선 쪽으로 이동하거나 착지 전 신체 일부가 측정판 밖에 닿을 경우 파울

- 2회 파울 시 실격

- 스파이크화 착용 불가

② 사이드스텝
중앙선에 좌우로 한발씩 위치시켜 준비 자세를 취했다가,

시작 신호음 후 중앙선을 포함한 좌, 우 선을 20초 동안 넘어선 횟수를 측정

③ 농구레이업슛

- “시작” 신호 후 골밑에서 드리블로 출발하여 엔드라인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가로 4m, 

세로 7m 지점에 있는 포스트를 돌아 레이업 슛을 실시한다. 진행방향은 본인이 

선택하되 레이업 슛 후에는 반대편 방향으로 실시한다.

- 시험 시간은 90초이며, 시간 내 유효 골인 횟수를 기록한다. 단, 회전 시 포스트를 

넘어트렸을 경우 해당 슛은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출발은 골밑에서 해야 한다.

- 드리블 및 레이업 슛 동작은 방향과 관련 없이 양손 중 어느 손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 레이업 슛이 아닌 슛과 트래블링, 더블 드리블에 의한 레이업 슛 등은 유효 골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체육학부 무용학전공

모집단위 실기과목
수험생  준비물

음악 의상 및 기타 준비물

무용학전공

현대무용

택1

2분 30초 이내의 자유곡으로

본인이 Tape 또는 CD(1번 트랙)

준비

◦ 본인이 준비

◦ 작품의상 또는 연습용 기본의상

◦ 실용무용 댄스스포츠 응시자는

  파트너 동반 가능

발레

실용무용

      ※ 실용무용 세부실기과목 : 재즈댄스(방송안무), 댄스스포츠, 힙합(스트릿댄스), 벨리댄스



- 14 -

모집단위 실기 실기과목 배점

음악과

작곡

①작곡실기 주어진 Motive로 세도막 형식의 피아노 곡을 완성(3시간) 520

②피아노실기 빠른 악장(자유곡 1곡) 120

계 640

국악

기악  •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피리, 대금, 소금, 타악, 신디
자유곡 1곡

640

성악  • 정가, 판소리, 민요, 가야금병창, 보컬

작곡
이론

 • 자유악기 : 자유곡 1곡 3분 이내
 • 성    악 : 자유곡 1곡

한국무용
 • 전통, 창작 중 택1
   ※ 전통은 5분 이내, 창작은 3분 이내(반주 Tape 또는 CD 개인 지참)

성악과 성악

① 이태리가곡(나폴리민요 제외) 중 1곡(자유곡) 320

② 독일가곡 중 1곡(자유곡) 320

계 640

기악과

피아노

① F. Chopin Etude 중 1곡(암보로 실시) 320

② 자유곡 1곡(F. Chopin Etude 제외, 암보로 실시) 320

계 640

관현악

현악Ⅰ  • 바이올린, 비올라

10분 내외
자유곡 1곡

암보로 실시
(초견곡 제외), 
반주자 각자
동반

640

현악Ⅱ  • 첼로, 베이스

관악Ⅰ  • 플루트, 오보에

관악Ⅱ  • 클라리넷, 바순

관악Ⅲ

 • 호른, 트럼펫, 테너 트롬본, 베이스 트롬본,
   튜바, 하프, 색소폰

 • 타악기(Snare Drum, 마림바, 팀파니)
  ◦ Snare Drum – 시험당일에 제시되는 초견곡
                  A.J. Cirone : Portrait in Rhythm 50 Etudes
                  4, 11, 20, 22, 37번 중 1곡(시험당일에 제시)
  ◦ 마림바 - Paul Creston : Concertino for Marimba 중 3악장
  ◦ 팀파니 – V. Firth : The Solo Timpanist 26 Etudes, No.1
 ※ 타악기는 우리 대학교 악기 사용

    다. 디자인미술대학

모집단위 실기과목 비고

회화전공

채묵화

택1 대상물: 인체/정물 중 택1수채화

소묘

트랜스아트전공

인체두상소조

택1 -기초디자인

사진영상포트폴리오심사 및 구술고사

시각디자인학과
상황표현

택1 -
기초디자인

산업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

기초디자인 - -

      ※ 실기고사 대상물은 ‘2021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음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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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구분 지원자격

육성체육

야구

2018~2020학년도 중 우리 대학교가 인정하는 전국 대회에서 16강 이내에 입상한 자 또

는 주말리그 왕중왕전에 참가한 자로서, 해당 학년도의 전체 출전 기록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해당 학년도의 주 포지션이 지원하는 포지션과 일치하는 자에 한함)

· 타자(포수, 내외야수):  타율이 0.230 이상이고 최소 50타석 이상 출전한 자

· 투수: 방어율이 6.00 이하이고 최소 17이닝 이상 출전한 자

축구

2018~2020학년도 중 우리 대학교가 인정하는 대회에서의 소속 팀 성적 및 출전시간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국규모대회 4위 이내(단, 해당 대회에서 80분 이상 출전한 자)

· 고교축구리그 권역별 순위 이내

  (단, 해당 대회에서 소속팀 경기 시간의 55% 이상 출전한 자)

 - 8개팀 이하 출전리그: 1위 이내

 - 9개팀 이상 출전리그: 2위 이내

 - K리그 주니어팀 출전리그: 4위 이내

※ 고교축구리그가 전기리그와 후기리그로 운영되는 경우 구분하여 입상실적을 산정함

※ K리그 주니어리그는 K리그 클래식 및 K리그 챌린지 소속으로 인정된 학교

※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는 인정하지 않음

유도

씨름

레슬링

육상

· 2018~2020학년도 중 우리 대학교가 인정하는 전국규모대회 또는 권위있는 국제규모대

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개인전 입상자만 가능)

· 육상 지원 가능 종목: 100m, 200m, 400m, 100mH, 110mH, 400mH, 멀리뛰기, 세단뛰기

생활체육

태권도
테니스
농구
배구

수영(경영)
필드하키
기계체조

‧ 2018~2020학년도 중 우리 대학교가 인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 규모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 또는 전국규모대회에서 8위 이내 입상한 자로서 대한체육회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자(단, 농구, 배구, 필드하키는 전국규모대회 8위 이내 입상자만 지원 가능하며, 아래 종

목은 별도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 테니스, 기계체조: 단체전 입상자도 지원 가능

- 농구: 입상대회에서 소속 팀이 치른 경기 중 한 경기(4쿼터)의 출전시간이 1/4이상인 자

- 배구: 입상대회에서 본인이 실제로 출전하여 50점(양 팀의 득점 포함) 이상 관여한 자

- 농구, 배구: 기준 학년도와 상관없이 프로선수 및 국가대표(상비군) 경력자 지원 가능

- 필드하키: 고교 3년간 선수등록자로서 우리 대학교가 인정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출전한 자

축구

2018~2020학년도 중 우리 대학교가 인정하는 대회에서의 소속 팀 성적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국규모대회 8위 이내(단, 해당 대회에서 25분 이상 출전한 자)

· 고교축구리그 권역별 순위 이내(단, 해당 대회에서 25분 이상 출전한 자)

 - 6개팀 출전리그: 2위 이내

 - 7개팀 출전리그: 3위 이내

실기/실적(특기자전형)

★ 특기자전형 지원자는 특기자전형 이외의 전형유형 간, 모집단위 간에 복수지원할 수 없습니다.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특기분야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예․체능
육성체육

생활과학 체육학부(체육학전공) [야구, 축구, 유도, 씨름, 레슬링, 육상(트랙 및 필드)] 25

사범 특수체육교육과 [야구, 축구, 유도, 씨름, 레슬링, 육상(트랙 및 필드)] 9

생활체육 사범 특수체육교육과
[테니스, 농구, 배구, 태권도, 수영(경영), 축구,
 필드하키, 기계체조] 5

계 39

     ※ 육성체육: 종목 및 포지션별 선발인원은 ‘2021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체육: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종목별 선발인원은 1개 종목에서 최대 1명까지 

선발함(단,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종목에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1개 종

목당 최대 2명까지 선발함)

  2. 지원조건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3.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특기분야별로 아래 지원자격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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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구분 지원자격

 - 8개팀 이상 출전리그: 4위 이내

※ 고교축구리그가 전기리그와 후기리그로 운영되는 경우 구분하여 입상실적을 산정함

※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는 인정하지 않음

    ※ 2020학년도 지원자격 취득 기준일 : 2020. 3. 1 ~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단,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진행 중인 대회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대회 기간이 2개 학년도에 걸쳐 진행될 경우, 대회 시작 시점의 학년도를 적용함

      예) 대회 기간이 [2020. 2. 25 ~ 3. 7] 인 경우, 대회 시작 시점인 2019학년도로 적용함

    ※ 상세 경시(경연)대회명 및 입상범위, 지원자격 취득 기준일은 ‘2021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전형방법

구분 모집단위
전형
단계

사정
비율

점수 및 반영비율
전형총점 최저학력기준

학생부 입상실적

육성체육
체육학전공

특수체육교육과
일괄합산 100%

160점
(20%)

640점
(80%)

800점
(100%)

없음

생활체육 특수체육교육과 일괄합산 100%
240점
(30%)

560점
(70%)

800점
(100%)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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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공과대학,
기계IT대학

건축과, 금속재료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동력기계과, 섬유과, 식품공
업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전자통신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건축학부
건축과, 금속재료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동력기계과, 디자인과, 섬유
과, 식품공업과, 실내디자인과, 자동차과, 전자과, 전기과, 전자기계과, 전자통신과, 조선과, 컴퓨
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상경대학,
경영대학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관광과, 금융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전자
상거래과, 정보처리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회계정보과

식품경제외식학과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관광과, 금융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
과, 회계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수산식품
과, 수산양식과, 식물자원과, 식품가공과, 생물공학기술과, 자영수산과, 조경과, 항만물류과, 환경
관광농업과, 해양정보과, 간호과, 미용과, 보육과, 복지서비스과, 실내디자인과, 의상과, 조리과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정원외))

★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지원자는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이외의 전형유형 간, 모집단위 간에 복수지

원할 수 없습니다.

  1. 지원자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의 특성화학과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자(단, 출신학과의 기준학과가 우리 대학교가 인정하는 모집단위별 기준학과와 같

아야 지원 가능)

    ※ 특성화고등학교 보통과 과정 이수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거 설치된 학력인정고 졸업

(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대상에서 제외

  2. 지원조건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3. 모집단위별 지원 가능 고교계열

대학 모집단위 고교계열 대학 모집단위 고교계열

공과

건설시스템공학과

공업계

경영
경영학과

상업계
환경공학과 회계세무학과

도시공학과

생명응용
과학

식품경제외식학과
농업계
상업계

가사·실업계
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부

원예생명과학과
농업계파이버시스템공학과

산림자원및조경학과

기계 IT

기계공학부

공업계

식품공학과
가사·실업계

농업계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생활과학
식품영양학과

가사·실업계
농업계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의류패션학과 가사·실업계

자동차기계공학과

야간강좌
개설부

경제금융학부

상업계무역학부로봇기계공학과

건축학부 건축학부 공업계 경영학과

상경
경제금융학부

상업계
전기공학과 공업계

무역학부

  4. 모집단위별 지원 기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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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원예생명과학과,
산림자원및조경학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수산식품과, 수산양식과, 
식물자원과, 식품가공과, 생물공학기술과, 자영수산과, 조경과, 환경관광농업과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생물공학기술과, 수산식품
과, 수산양식과, 식물자원과, 식품가공과, 자영수산과, 조경과, 환경관광농업과, 간호과, 관광과, 
미용과, 보육과, 복지서비스과, 실내디자인과, 의상과, 조리과 

의류패션학과
간호과, 관광과, 미용과, 보육과, 복지서비스과, 수산식품과, 수산양식과, 실내디자인과,
의상과, 자영수산과, 조리과 

경제금융학부(야),
무역학부(야),
경영학과(야)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관광과, 금융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전자
상거래과, 정보처리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회계정보과

전기공학과(야)
건축과, 금속재료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동력기계과, 섬유과, 식품공
업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전자통신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 특성화고교의 기준학과가 미제시 되었을 경우, 원서 접수 전 반드시 우리 대학교에 기준학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 가능).

※ 모집단위별 지원 기준학과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해당 모집단위와의 동일 계열 인정 여부는 ‘전공 적합성 

심사’를 통해 우리 대학교 관련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5.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단계 사정비율 전형방법 전형총점 최저학력기준

전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학생부 100% 800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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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정원외))

★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지원자는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이외의 전형유형 간, 모집단위 간에 복수지

원할 수 없습니다.

  1. 지원자격: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2021. 3. 1 기준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

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

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다.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라.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

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산업체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

    ※ 입학한 자는 졸업 시까지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2. 지원조건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3.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단계 사정비율
점수 및 반영비율

전형총점 최저학력기준
서류 면접

전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560점
(70%)

240점
(30%)

800점
(100%)

없음

    ※ 서류전형 성적 반영방법

      1) 평가방법 및 내용: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등)를 바탕으로 인성, 잠재능력,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등을 우리 대학교의 인재상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2) 평가절차

        - 1차: 서류검증(자격 검증)

        - 2차: 서류심사(다수의 서류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함)

    ※ 면접고사 평가방법 및 영역

      1) 평가방법: 면접위원 2~3인이 각 평가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

      2) 평가영역: 인성 및 가치관, 지원동기 및 전공적합성, 창의성 및 문제해결능력, 진취성 및 

도전정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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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 일반학생전형, 창의인재전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지역인재특별전형(의예과), 농·어촌학생전형 간에

는 지원하는 모집단위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3개 전형에 복수지원 할 수 있습니다.

  1. 지원자격: 아래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성적이 있는 자

지원유형 지원자격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6년과정 
이수자

농·어촌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 및 부·모 모두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 부·모의 사망, 이혼, 실종 시 부․모의 거주 조건

공통
사항

• 사유(사망, 이혼, 실종) 발생 이전까지는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
• 사유(사망, 이혼, 실종)는 법률상 증명(관련 서류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사망
실종

• 부·모 중 한명이 사망(실종)일 경우, 사망(실종)일(법률상) 이후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

이혼
• 이혼일(법률상) 이후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단,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할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
※ 이혼일자, 친권, 양육권은 모두 법률상 증명(관련 서류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농·어촌지역
12년 전과정

이수자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동 기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읍·면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
고))에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됨

  2. 지원조건
    가. 아래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반영영역(탐구영역은 2과목)에 반드시 응시 

모집단위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전 모집단위 응시 응시 가/나 응시 사회/과학

    나. 모집단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및 반영방법

모집단위
한국사
기준
등급

최저학력기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반영방법반영 

과목수
기준
등급

정치행정대학(새마을국제개발학과 제외),

사범대학(한문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제외)

응시

3 12

· 국어, 수학, 영어, 탐구(상위 1개 과목) 중 상위 3개 영

역 등급의 합이 기준 등급 이내

-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기계IT대학(야간 제외), 수학

교육과, 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건축학부 지원자 : 

수학나형 취득 성적은 2등급 하향하여 계산에 반영

   (예, 2등급→4등급)

영어영문학과, 심리학과, 언론정보학과,

상경대학, 경영대학,

인문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3 13

문과대학(영어영문학과, 심리학과,

언론정보학과 제외), 기계IT대학(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제외),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한문교육과

3 14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생명응용과학대학, 건축학부
3 15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체육학부 제외)
3 16

야간강좌개설부 3 17

 - 탐구: 사회탐구, 과학탐구 2개 중 택 1(의예과는 과학탐구 지정) 하여 2개 과목에 반드시 응시

    1) 성적이 우수한 1개 과목을 계산에 반영

    2) 아래 모집단위 지원자 중 해당 선택과목 응시자의 제2외국어/한문영역(필수 응시 영역 아님) 취득 성

적은 탐구영역에 포함하여 반영

모집단위 중국언어문화학과 일어일문학과 유럽언어문화학부 한문교육과

선택과목 한문Ⅰ 또는 중국어Ⅰ 일본어Ⅰ 프랑스어Ⅰ 또는 독일어Ⅰ 한문Ⅰ 또는 중국어Ⅰ

  3.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단계 사정비율 전형방법 전형총점 최저학력기준

전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학생부 100% 800점 수능 기준 등급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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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기회균형전형(정원외))

★ 기회균형전형 지원자는 기회균형전형 이외의 전형유형 간, 모집단위 간에 복수지원할 수 없습니다.

  1.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2. 지원조건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3.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단계 사정비율
점수 및 반영비율

전형총점 최저학력기준
서류 면접

전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560점
(70%)

240점
(30%)

800점
(100%)

없음

   ※ 서류전형 성적 반영방법

     1) 평가방법 및 내용: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등)를 바탕으로 인성, 잠재능력,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등을 우리 대학교의 인재상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2) 평가절차

        - 1차: 서류검증(자격 검증)

        - 2차: 서류심사(다수의 서류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함)

   ※ 면접고사 평가방법 및 영역

      1) 평가방법: 면접위원 2~3인이 각 평가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

      2) 평가영역: 인성 및 가치관, 지원동기 및 전공적합성, 창의성 및 문제해결능력, 진취성 및 

도전정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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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공무원위탁학생전형(정원외))

★ 공무원위탁학생전형 지원자는 공무원위탁학생전형 이외의 전형유형 간, 모집단위 간에 복수지원할 

수 없습니다(교육부로부터 공무원 위탁학생 선발 관련 추천이 있을 경우 모집함)

  1.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자 또는 국내 고등학

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공무원 위탁학생으로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자

  2. 지원조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3.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단계 사정비율 전형방법 전형총점 최저학력기준

전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학생부 100% 800점 없음

  4. 선발기준

    가. 공무원 위탁학생으로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자(모집단위 지정)에 한하여 선발합니다.

    나. 지원자격 미달로 확인된 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학생부교과(군위탁학생전형(정원외))

★ 군위탁학생전형 지원자는 군위탁학생전형 이외의 전형유형 간, 모집단위 간에 복수지원할 수 없습

니다(교육부로부터 군위탁학생 선발 관련 추천이 있을 경우 모집함)

  1.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자 또는 국내 고등학

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군위탁학생으로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자

  2. 지원조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3.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단계 사정비율 전형방법 전형총점 최저학력기준

전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학생부 100% 800점 없음

  4. 선발기준

    가. 군위탁학생으로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자(모집단위 지정)에 한하여 선발합니다.

    나. 지원자격 미달로 확인된 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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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시모집 안내

수능(일반학생전형),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1.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단, 천마인재학부 정책과학전공은 아래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만족하는 자)

모집단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천마인재학부

정책과학전공
한국사영역에 응시하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상위 1개 과목) 영역 등급의 합이 9등급 이내

  2. 모집시기별 모집단위

모집시기 모집단위 비고

가군 인문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 군사학과 수능

나군

문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의과대학, 생활과학대학(무용학전공 제외),

트랜스아트전공(수시 미충원 인원이 있을 경우),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생활제품

디자인학과, 음악과(수시 미충원 인원이 있을 경우)

수능

무용학전공(수시 미충원 인원이 있을 경우), 디자인미술대학(트랜스아트전공 제외),

음악대학(음악과 제외)
실기

다군

공과대학, 기계IT대학, 건축학부, 정치행정대학, 생명응용과학대학, 사범대학(특수체육교육과 

제외), 천마인재학부, 야간강좌개설부
수능

특수체육교육과 실기

    ※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는 수능 및 실기로 구분하여 시행

    ※ 무용학전공은 수시 미충원 인원이 있을 경우 정시 나군에서 모집(실기)

    ※ 트랜스아트전공, 음악과는 수시 미충원 인원이 있을 경우 정시 나군에서 모집(수능)

  3. 전형방법 

모집시기 모집단위 전형
단계

사정
비율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점수 및 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실기고사

성적 총점

가군 인문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일괄합산 100%
800점

(100%)
-

800점

(100%)

나군

문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의과대학,

생활과학대학(체육학부 제외),

트랜스아트전공,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

음악과

일괄합산 100%
800점

(100%)
-

800점

(100%)

체육학부 체육학전공 일괄합산 100%
480점

(60%)

320점

(40%)

800점

(100%)

체육학부 무용학전공,

음악대학(음악과 제외)
일괄합산 100%

160점

(20%)

640점

(80%)

800점

(100%)

디자인미술대학(트랜스아트전공 제외) 일괄합산 100%
240점

(30%)

560점

(70%)

800점

(100%)

다군

공과대학, 기계IT대학, 건축학부,

정치행정대학, 생명응용과학대학,

사범대학(특수체육교육과 제외),

천마인재학부, 야간강좌개설부

일괄합산 100%
800점

(100%)
-

800점

(100%)

특수체육교육과 일괄합산 100%
320점

(40%)

480점

(60%)

800점

(100%)

  4.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영역 및 유형

모집단위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전 모집단위(아래 제외)

응시
응시

가/나
응시

사회/과학

의예과 가 과학

예·체능계열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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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가산점

계열,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반영영역 선택에

따른 가산점
반영지표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평균)

인문·사회계열

등급별
가산점 
부여

30 25 25 20 -

백분위
(영어영역은 

등급별
반영 점수)

자연계열(아래 제외) 20 30 25 25
수학가형 취득 백분위 15%

과학탐구 취득 백분위 5%

의예과 25 35 10 30 -

생명응용과학대학(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제외), 
가족주거학과, 의류패션학과

25 25 25 25 -

예·체능계열 상위 3개 영역 반영(각 33.3%) -

    ※ 수능 ‘영어’ 영역 절대평가에 따른 정시 성적 반영 방법

등급 1 2 3 4 5 6 7 8 9

반영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 수능 ‘한국사’과목 등급별 가산점 부여

등급 1 2 3 4 5 6 7 8 9

가산점 10 9.8 9.6 9.4 9.2 9.0 8.8 8.6 8.4

    ※ 제2외국어/한문영역: 반드시 응시할 필요는 없으나, 아래 모집단위 지원자가 해당 선택 과목을 

응시한 경우 탐구영역에 포함하여 총 3개 과목 중 백분위 상위 2과목을 평균하여 반영합니다.

모집단위 중국언어문화학과 일어일문학과 유럽언어문화학부 한문교육과

선택과목 한문Ⅰ 또는 중국어Ⅰ 일본어Ⅰ 프랑스어Ⅰ 또는 독일어Ⅰ 한문Ⅰ 또는 중국어Ⅰ

  6. 실기고사

    가. 체육학부 체육학전공

실기내용 평가내용 및 방법

① 제자리멀리뛰기

- 구름선 뒤에 두 발이 평행하도록 선 후 두 발로 동시에 도약

- 구름선에서 가까운 착지점을 측정

- 2회 실시하여 높은 측정값을 기록

- 착지 후 구름선 쪽으로 이동하거나 착지 전 신체 일부가 측정판 밖에 닿을 경우 파울

- 2회 파울 시 실격

- 스파이크화 착용 불가

② 사이드스텝
중앙선에 좌우로 한발씩 위치시켜 준비 자세를 취했다가,

시작 신호음 후 중앙선을 포함한 좌, 우 선을 20초 동안 넘어선 횟수를 측정

③ 농구 레이업슛

- “시작” 신호 후 골밑에서 드리블로 출발하여 엔드라인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가로 4m, 

세로 7m 지점에 있는 포스트를 돌아 레이업 슛을 실시한다. 진행방향은 본인이 

선택하되 레이업 슛 후에는 반대편 방향으로 실시한다.

- 시험 시간은 90초이며, 시간 내 유효 골인 횟수를 기록한다. 단, 회전 시 포스트를 

넘어트렸을 경우 해당 슛은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출발은 골밑에서 해야 한다.

- 드리블 및 레이업 슛 동작은 방향과 관련 없이 양손 중 어느 손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 레이업 슛이 아닌 슛과 트래블링, 더블 드리블에 의한 레이업 슛 등은 유효 골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상세 평가내용 및 방법은 ‘2021학년도 정시 모집요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체육학부 무용학전공(※ 수시 미충원 인원이 있을 경우 실시함)

모집단위 실기과목
수험생  준비물

음악 의상 및 기타 준비물

무용학전공

현대무용

택1

2분 30초 이내의 자유곡으로

본인이 Tape 또는 CD(1번 트랙)

준비

◦ 본인이 준비

◦ 작품의상 또는 연습용 기본의상

◦ 실용무용 댄스스포츠 응시자는

  파트너 동반 가능

발    레

실용무용

      ※ 실용무용 세부실기과목 : 재즈댄스(방송안무), 댄스스포츠, 힙합(스트릿댄스), 벨리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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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디자인미술대학

모집단위 실기과목 비고

회화전공

채묵화

택1 대상물: 인체/정물 중 택1수채화

소묘

시각디자인학과
상황표현

택1 -
기초디자인

산업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

기초디자인 - -

      ※ 실기고사 대상물은 ‘2021학년도 정시 모집요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음악대학

모집단위 실     기     과     목     명 배점

음악과

작곡

① 작곡실기 주어진 Motive로 세도막 형식의 피아노 곡을 완성(3시간) 520

② 피아노실기 빠른 악장(자유곡 1곡) 120

계 640

국악

기    악  •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피리, 대금, 소금, 타악, 신디
 자유곡 1곡

640

성    악  • 정가, 판소리, 민요, 가야금병창, 보컬

작    곡
이    론

 • 자유악기 : 자유곡 1곡 3분 이내
 • 성    악 : 자유곡 1곡

한국무용
 • 전통, 창작 중 택 1
   ※ 전통은 5분 이내, 창작은 3분 이내(반주 Tape 또는 CD 개인 지참)

성악과

① 이태리가곡(나폴리민요 제외) 중 1곡(자유곡) 320

② 독일가곡 중 1곡(자유곡) 320

계 640

기악과

피아노

① F. Chopin Etude 중 1곡(암보로 실시) 320

② 자유곡 1곡(F. Chopin Etude 제외, 암보로 실시) 320

 계 640

관현악

현 악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10분 내외
자유곡 1곡

암보로 실시
(초견곡 제외), 
반주자 각자 
동반

640

관 악

 •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트럼펫, 테너 트롬본, 베이스 트롬본,
   튜바, 하프, 색소폰

 • 타악기(Snare Drum, 마림바, 팀파니)
  ◦ Snare Drum – 시험당일에 제시되는 초견곡
                  A.J. Cirone : Portrait in Rhythm 50 Etudes
                  4, 11, 20, 22, 37번 중 1곡(시험당일에 제시)
  ◦ 마림바 - Paul Creston : Concertino for Marimba 중 3악장
  ◦ 팀파니 – V. Firth : The Solo Timpanist 26 Etudes, No.1
 ※ 타악기는 우리 대학교 악기 사용

    마. 특수체육교육과

실기내용 평가내용 및 방법

① 100m달리기
(우천 시 버피테스트 실시)

스탠딩 스타트로 실시(스파이크화 착용 가능)

② 배구(언더 및 오버토스)

지름 3.6m 원 안에서 언더 토스와 오버 토스를 번갈아 실시(3m 이상의 높이만 인정)
※ 배구 실시 방법
  - 지름 3.6m 원 안에서 언더와 오버 토스를 번갈아 1분간 실시해서 횟수 측정
  - 3m 높이로 설치된 bar 보다 높은 공만 인정
  - 원 안에서 한발이라도 넘어서거나 원을 밟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 언더와 오버 토스를 번갈아 실시하여야 하며 동일 동작을 연속으로 토스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오버 토스에서 홀딩이 일어나면 유효 횟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단 한번의 측정기회만 부여한다.
  - 오버 토스로 시작한다.

      ※ 상세 평가내용 및 방법은 ‘2021학년도 정시 모집요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 및 군사학과 관련 내용은 27~28쪽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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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정원외))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발생 시 선발할 수 있음

  1. 모집단위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발생 모집단위
  2. 모 집 군 : 해당 모집단위의 정시모집 군
  3. 모집인원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4. 지원자격 : 수시모집 지원자격과 동일(17쪽 참조)
  5. 지원조건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6. 모집단위별 지원 가능 고교계열 : 수시모집 모집단위별 지원 가능 고교계열과 동일(17쪽 참조)
  7. 모집단위별 지원 기준학과 : 수시모집 모집단위별 지원 기준학과와 동일(17쪽 참조)
  8.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단계 사정비율 전형방법 전형총점 최저학력기준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학생부 100% 800점 없음

수능(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발생 시 선발할 수 있음

  1. 모집단위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발생 모집단위
  2. 모 집 군 : 해당 모집단위의 정시모집 군
  3. 모집인원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4. 지원자격 : 수시모집 지원자격과 동일(20쪽 참조)
  5. 지원조건 : 아래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반영영역(탐구영역은 2과목)에 반드시 응시

모집단위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해당 모집단위 응시 응시 가/나 응시 사회/과학

  6.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가산점 : 정시모집 수능(일반학생전형)과 동일(24쪽 참조)
  7.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단계 사정비율 전형방법 전형총점 최저학력기준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수능 100% 800점 없음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정원외))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발생 시 선발할 수 있음

  1. 모집단위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발생 모집단위
  2. 모 집 군 : 해당 모집단위의 정시모집 군
  3. 모집인원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4. 지원자격 : 수시모집 지원자격과 동일(19쪽 참조)
  5. 지원조건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6.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단계 사정비율 전형방법 전형총점 최저학력기준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학생부 100% 800점 없음

수능(기회균형전형(정원외))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발생 시 선발할 수 있음

  1. 모집단위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발생 모집단위
  2. 모 집 군 : 해당 모집단위의 정시모집 군
  3. 모집인원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4. 지원자격 : 수시모집 지원자격과 동일(21쪽 참조)
  5. 지원조건 : 아래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반영영역(탐구영역은 2과목)에 반드시 응시

모집단위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해당 모집단위 응시 응시 가/나 응시 사회/과학

  6.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가산점 : 정시모집 수능(일반학생전형)과 동일(24쪽 참조)
  7.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단계 사정비율 전형방법 전형총점 최저학력기준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수능 100% 800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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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군 조종장학생 모집 안내(수시 및 정시)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성별
모집인원

수시모집 정시모집(가군)

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
남자 13명 5명

여자 1명 1명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

  2.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성적이 있는 자 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군필자도 지원 가능)

    나.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제한 시 지원불가)

  3. 지원조건

    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반영영역(한국사, 국어, 수학(가/나형), 영어영역)에 반드시 응시

    나. 최저학력기준: 한국사영역이 3등급 이내이면서, 국어, 수학, 영어영역 등급의 합이 9등급 이내

(공군본부와의 협약에 의함)

  4.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
단계

사정
비율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점수 및 비율

수시:학교생활기록부성적
정시: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체력
검정

면접
고사

신체
검사

적성
검사

신원
조회

총점

인문자율전공학부
(항공운항계열)

1단계 500%
800점
(100%)

- - - - -
800점
(100%)

2단계 100%
800점
(100%)

합격·불합격만 판정
800점
(100%)

    ※ 사정비율 500%는 모집인원의 5배수 선발을 의미함

  5. 정시모집 수능 영역별 반영배점

모집단위

수능 영역별 반영배점

반영영역 선택에 따른 가산점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평균)

총점

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 - 300 300 200 - 800 -

    ※ 공군본부와의 협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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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군 군장학생 모집 안내(수시 및 정시)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성별
모집인원

수시모집 정시모집(가군)

군사학과
남자 25명 10명

여자 5명 0명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

  2.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성적이 있는 자 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군필자도 지원 가능)

    나.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제한 시 지원불가)

  3. 지원조건

    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반영영역(한국사, 국어, 수학(가/나형), 영어영역)에 반드시 응시

    나. 최저학력기준: 국어, 수학, 영어영역 등급의 합이 15등급 이내. 단, 수학가형 취득 성적은 1

등급 상향한 후 적용함(육군본부와의 협약에 의함)

    다. 기타 전형요소별 최저기준은 육군본부의 기준에 의함 

  4.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
단계

사정
비율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점수 및 비율

수시:학교생활기록부성적
정시: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체력
검정

면접
고사

신체
검사

인성
검사

신원
조사

총 점

군사학과

1단계 400%
700점
(100%)

- - - - -
700점
(100%)

2단계 100%
700점
(70%)

100점
(10%)

200점
(20%)

합격·불합격(적·부)만 
판정

1,000점
(100%)

    ※ 사정비율 400%는 모집인원의 4배수 선발을 의미함

  5. 정시모집 수능 영역별 반영배점

모집단위

수능 영역별 반영배점

반영영역 선택에 따른 가산점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평균)

총점

군사학과 - 250 250 200 - 700 수학가형 취득 백분위의 15%

    ※ 육군본부와의 협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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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수시)

□ 전년대비 주요 변경 사항 
1.「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 제2항 제2호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의 2% 선발) 전형의 지원자격을 

표준화함

구분 2020학년도 까지 2021학년도 이후

학생 이수기간
2년 또는 3년 이상 등

대학 자율 실행
고교 1년 포함

중·고 3년 이상으로 표준화

체류기간 대학 자율 설정
[학생]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부모]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 체류기간 산정을 위한 1개년의 기준은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개시일 전일까지임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함)

2.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가. 해외근무자의 세부 지원자격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 제2항 제2호 )

구분 내용

해외근무자의 정의
역년으로 통상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해외체류일수 조건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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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구분 내용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6.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7. 여권 사본(부모, 학생)
8.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0.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11.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2.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학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5.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전 교육과정 이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 재학증명서
3. 초·중·고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 신분증 사본

※ 해외발급 서류(아포스티유 확인서, 영사확인 서류 등)는 반드시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등 내용은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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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방문 또는 우편접수)
2020.   9월 중

○ 접수처 :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입학팀

○ 연락처 : 053-810-1085
※ 우편접수는 9. 9(수) 17:00 도착분에 한함

합격자 발표 2020.  11월 중 ○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enter.yu.ac.kr)

합격자 등록
등록확인 예치금 2020.  12월 중

○ 우리 대학교 지정은행
최종 등록금 2021.   2월 중

 1. 전형일정

 2. 모집단위

대학 계열 모집단위 개설전공 최대선발 가능인원

문 과 인문‧사회

국어국문학과 　 5

중국언어문화학과 　 6

일어일문학과 　 3

영어영문학과 　 8

유럽언어문화학부 프랑스어문, 독일언어문화 6

철학과 　 3

역사학과 　 6

문화인류학과 　 3

심리학과 　 3

사회학과 　 3

언론정보학과 　 3

자연과학 자  연

수학과 　 4

통계학과 　 4

물리학과 　 3

화학생화학부 화학, 생화학 9

생명과학과 　 3

공 과 자  연

건설시스템공학과 　 7

환경공학과 　 5

도시공학과 　 3

신소재공학부 　 12

화학공학부 고분자·바이오소재, 화공시스템, 융합화학공학, 에너지화공 24

파이버시스템공학과 　 4

기계IT 자  연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 기계설계, 첨단기계 27

전기공학과 　 7

전자공학과 　 12

컴퓨터공학과 　 10

정보통신공학과 　 10

자동차기계공학과 9

로봇기계공학과 6

건축학부 자  연 건축학부 건축학, 건축디자인, 건축공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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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모집단위 개설전공 최대선발 가능인원

정치행정 인문‧사회

정치외교학과 　 4

행정학과 　 5

새마을국제개발학과 　 4

경찰행정학과 　 4

상 경 인문‧사회
경제금융학부 경제금융 11

무역학부 무역학 10

경 영 인문‧사회
경영학과 　 12

회계세무학과 　 6

생명응용
과학

인문‧사회 식품경제외식학과 　 5

자  연

원예생명과학과 　 3

산림자원및조경학과 　 6

식품공학과 　 4

생명공학과 　 7

의생명공학과 　 3

생활과학

자  연
가족주거학과 　 5

식품영양학과 　 5

예‧체능 체육학부
체육학

9
무용학

자  연 의류패션학과 　 5

디자인
미술

예‧체능

미술학부
회화

8
트랜스아트

시각디자인학과 　 6

산업디자인학과 　 3

생활제품디자인학과 　 3

음 악 예‧체능

음악과 　 5

성악과 　 3

기악과 　 6

※ 총 모집인원은 입학정원 대비 2% 이내에서 선발하며, 학부(과)‧전공별 최대선발 가능인원(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선발합니다.

   단, 모집단위 및 모집단위별 최대 선발 가능인원은 편제 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전교육과정이수재외국민 및 전교육과정이수외국인은 

모집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우리 대학교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만을 선발합니다.

※ 학부 입학생 전공 결정 : 학생의 희망과 우리 대학교 전공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학년 진

학 시 전공을 결정합니다.

※ 음악대학 학과별 세부분야 : 음악과(작곡, 국악), 성악과(성악), 기악과(피아노, 관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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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자격

초‧중‧고교 전교육과정을 수료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하여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자격 자격요건 해외 이수/체류/재직 기간

재외국민

해외근무자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상 3
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
직/사업/영업하는 기간동안, 해외근무
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
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
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학생
이수
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체류
기간

• 학생: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 부모: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재직
기간

• 역년으로 통상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등

전교육과정
이수재외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
응하는 12년 이상 전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학생
이수
기간

• 12년 이상

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
응하는 12년 이상 전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학생
이수
기간

• 12년 이상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통일부 확인

결혼이주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12년 이상 
전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
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학생
이수
기간

• 12년 이상

※ 입학허용기간(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제외) : 고교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 초)부터 2

년 6개월 이내(2개 학년도만 허용). 단, 군복무필자의 경우 군복무 기간은 입학허용기간 제한 기간

에서 제외

가. 재외국민, 외국인의 범위

구분 내용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영주‧거주‧체류하는 자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학생 부모의 국적은 불문, 복수국적자 및 무국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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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학교 인정기준

   ◦ 부모의 거주(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종교‧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에서 수학한 경우, 우리 대학교 관련 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인정하는 경우

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 초‧중‧고‧대학과정의 학교만 인정(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등은 제외)

   ◦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② 우리나라 학제(12년제) 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인정함

   ◦ 초등학교과정 : 외국의 1 ~ 6학년 과정

   ◦ 중 학 교과정 : 외국의 7 ~ 9학년 과정

   ◦ 고등학교과정 :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③ 고등학교졸업 자격인정 기준시점 : 고교졸업은 2021년 2월까지를 인정함. 단,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 기간만

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④ 외국의 초․중등 교육과정 수료 기준

   ◦ 해당 학년에 정상적으로 재학한 기간 중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함

   ◦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도 해석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1개 학기 중복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한 학기에 한하여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

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나. 지원자격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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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교육과정이수재외국민 및 전교육과정이수외국인의 학력인정

   ◦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학년제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기준 비고

10학년제 이하 •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

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

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제 이상
•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

 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      

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⑥ 학생이수‧체류‧재직기간의 정의

   ◦ 학생이수기간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체류기간 :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

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

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

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

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재직기간 : 증명서(재직 및 경력증명서) 상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해외거주, 근무 및 체류 기간 산정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 ‘해당국 세금

납부증명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정함

⑦ 재외국민과외국인의 거주(체류)기간, 학력, 월반, 조기졸업, 외국의 학제차이 및 기타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우리 대학교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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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인 한국어시험성적 최저학력기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어시험성적 최저학력기준 충족자로 인정함

  1) TOPIK 2급 이상 취득자(단, 2급 소지자 또는 미소지자는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

연수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2) 영남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

※ 우리 대학교가 인정하는 한국어시험 종류

종 류 주 관 최저학력기준 성적표 발급 유효기간

TOPIK 국립국제교육원

2급 이상

(단, 2급 소지자 또는 미소
지자는 입학 후 1년간 300
시간 이상 한국어연수과정 
필수 이수)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경과 전 성적
표만 인정

영남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 영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 합격
2020학년도 상반기
합격자만 인정

※ 외국인 전형 입학자는 졸업 전까지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 단, 예·체능계열학과, 화학생화학부, 건설시스템공학과, 화학공학부, 파이버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

부,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산림자원및조경학과, 생명공학과, 식품

영양학과, 건축학부는 졸업 전까지 TOPIK 3급 이상 취득해야 함

 4. 지원방법 및 입학상담

 가.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 입학팀을 방문(우편접수 가능)하여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 시 원서접수 마감일인 2020. 9. 9(수) 17:00 등기

우편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나. 제출서류 송달과정의 사고는 우리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우리 대학교 내 1개 학부(과)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라. 입학상담 및 원서접수처 : 영남대학교 본관 1층 입학팀

   1) 주  소 : (우 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본관 1층 입학팀

   2) 연락처 : 전화 053-810-1085 (팩스 : 053-810-2099)

 마.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http://enter.yu.ac.kr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www.yu.ac.kr)

 바. 표준입학허가서, 사증(VISA) 발급 및 외국인 유학생 보험 가입 관련 문의

   - 영남대학교 대외협력처 유학생지원팀 : 053-810-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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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출서류 및 전형료

 가. 제출서류

r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어(영어 포함)로 작성된 증명서는 원본과 함께 한국어 공증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중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입학식 이전까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국 고등학교 졸업자는 CHESICC (China Higher Education Student Information and 

Career Center / http://www.chsi.com.cn)에서 발급한 인증서 영문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r 서류 미비자에 대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r 제출서류는 제출서류 목록에 기재된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재외국민(북한이탈주민 및 결혼이주민 포함)

                   구분
제출서류

해외근무자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자)

전교육
과정이수
재외국민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주민

① 입학원서(별첨서식1) ● ● ● ●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 - ●

③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 ●

④ 주민등록등본(전가족)
●

(이민‧이주말소가 있는 경우는 국외이주사실을 반드시 포함)
- - ●

⑤ 가족관계증명서 ● - - -

⑥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

학생
- -

⑦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모‧학생

●

학생
- -

⑧ 보호자 재직증명서

   (본사 발행, 해외파견

   내용 및 기간 기재)

● - - -

⑨ 지원자 수학기록표(별첨서식3) ● ● - ●

⑩ 제3국 수학사유서(별첨서식4)
▲

해당자
- - -

⑪ 자기소개서(별첨서식5) ● ● ● ●

⑫ 학업계획서(별첨서식6) ● ● ● ●

⑬ 지원자 거주기록표(별첨서식7) ● ● - ●

 학력조회자료(별첨서식8) ● ● - ●

 학력조회요청서(별첨서식9) ● ● - ●

⑯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서식11)
● ● ● ●

⑰ 지원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아래 *1 참조) - (아래 *2 참조) (아래 *3 참조)

*1(별표1) 해외근무자 추가 제출서류
  - 현지 취업자 : 해당국발행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해외지사설치인증허가서(직접투자승인서)
  - 현지 자영업자 : 해당국발행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2(별표2) 북한이탈주민 추가 제출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통일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 학력인정증명서(시‧도 교육청 발급) :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에 의해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

력을 가진 것을 인정한 것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신청 및 발급. 다만,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로 학력인정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음

*3(별표3) 결혼이주민 추가 제출서류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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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인

                                 구분
제출서류

전교육과정이수
외국인

비고

① 입학원서(별첨서식2) ● 사진 3.5cm×4.5cm 1매 부착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한국어 공증 번역본 첨부

③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

④ 한국어시험 성적표

   (아래 *1 참조)
●

⑤ 자기소개서(별첨서식5) ●

⑥ 학업계획서(별첨서식6) ●

⑦ 학력조회자료(별첨서식8) ●

⑧ 학력조회요청서(별첨서식9) ●

⑨ 외국 국적 증명서
●

학생
시민권 사본 또는 외국 국적 증명 서류

⑩ 우리나라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 발행 증명서

▲

해당자
중국 국적자만 해당

⑪ 학비조달계획서(별첨서식10) ●

⑫ 은행예금잔고증명서

   : 재정보증인
●

미화 $18,000 이상(원서접수일 기준 1개
월 이내 발급서류)

⑬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 재정보증인

▲

해당자
국외 체류 외국인만 해당

⑭ 수입증명서(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

   : 재정보증인

▲

해당자

⑮ 외국인등록증
▲

해당자
국내 체류 외국인만 해당

 여권사본
●

학생

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첨서식11) ●

*1(별표1) 한국어시험 성적표(택일)
  1) TOPIK 2급 이상 성적표 :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경과 전 성적표만 인정 
  2) 영남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증 : 2020학년도 상반기 합격자만 인정

 나. 전형료 (인터넷 원서접수 시 납부)

   1) KRW 100,000원

   2) 납부기한 : 2020. 9. 9(수) 17:00까지

   3) 납부방법 : 입학팀 접수창구에서 직접 납부, 우편환, 계좌이체
   

 다. 전형료 환불

   1) 입학원서 접수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천재지변, 질병, 기

타 사고 등 지원자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우리 대학교 응시가 불가능함을 신고

(전형료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하여 인정될 경우에는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

할 수 있습니다.

   2)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반환대상자가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반환계좌로 이체

    ∙ 우리 대학교 직접 방문

   4)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반환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

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합니다. 또한 금

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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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형방법

구분 모집단위 전형방법 배점 평가방법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포함)

전 모집단위 서류전형
100점

(100%)

서류전형심사(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수학능

력 등)

외국인 전 모집단위 서류전형
100점

(100%)

서류전형심사(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수학능

력, 한국어시험성적 등)

※ 서류전형 취득점수가 서류전형성적 만점의 60%(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서류전형

 가. 서류전형심사 대상자 : 지원자 전체
 나. 평가항목
   1) 지원자격 : 입학원서 등 각종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자격구분별 지원자격을 평가
   2) 수학능력 :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수학능력을 평가
 다. 서류전형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별면접이나 실기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8. 선발기준

 가. 모집단위별로 수용 가능한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합니다.
 나. 아래 해당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1) 제출서류 미비자
   2) 지원자격 및 수학능력 미달자
   3) 서류전형 취득점수가 서류전형성적 만점의 60%(60점) 미만인 자
   4) 한국어시험성적 최저학력기준 미달자(외국인만 해당)
 다. 동점자 처리방법 : 서류전형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하며 서류전형성적이 같은 경우에는 우

리 대학교에서 정한 별도 사정원칙을 적용합니다.
 라. 미등록, 등록금 환불 등으로 인한 결원은 예비순위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할 수 있습니다.

  9. 지원자 유의사항

 가. 지원하려는 대학, 학부(과) 및 전공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작성합니다.
 나.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별첨 서식을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문서 편집기 사용 가능)한 후 제출합니다. 작성오류, 판독불가,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출력한 입학원서에 본인의 증명사진(3.5cm×4.5cm)을 부착합니다.
 라. 제출서류
   1) 원본 서류 제출 : 구비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발급기관이나 우리 대학교 제출서류 접수 장소에서 원본 대조필하여야 합니다.
   2) 공증 서류 첨부 : 외국어(영어 포함)로 작성된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한

국어로 작성된 공증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제출서류 정리순서 : 제출서류는 제출서류 목록에 기재된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4) 제출서류 접수 확인 시 미비 서류가 있는 경우 2020. 9. 25(금)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이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지원 포기자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
리합니다.

   5) 제출된 입학원서(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마. 전형료 납부 : 원서접수 기간 내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원서접수가 완료됩니다.
 바. 별첨서식에 기입한 내용은 제출서류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사. 기타 유의 사항
   1) 제출서류의 지원자 성명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전형 기간 중 연락 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입학팀(053

-810-1085)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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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격자 발표 관련 유의사항

 가.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명단은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개별 통지하지 않습
니다.

 나. 등록금 납부 : 합격자는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를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enter.yu.ac.kr)에서 출력한 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하여

야 합니다.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표준입학허가서 배부 : 등록금 영수증을 제시한 외국인 합격자에 한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배부합

니다.
 라. 졸업증명서 제출 : 최종등록자 중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입학식 이전까지 졸업증명서

를 우리 대학교 입학팀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와 졸업
이 불가능한 자는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 단,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와 학기 마감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예외적으로 입학식 이후 제출 인정

 마. 외국인 유학생 보험 가입 : 외국인 합격자는 우리 대학교 유학생 관리 정책에 따라 ‘영남대학
교 건강공제회’와 ‘유학생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등록금 납부 시 ‘건강공제회
비’를 납부하고, 유학생을 위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우리 대학교 유학생지원팀
(053-810-7884)의 안내에 따라 ‘유학생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수험생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서류위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
는 입학 전후에 관계없이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하고, 형사 고발 조치합니다.

 나. 학력조회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학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하여 입학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은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에 해당됩니다.
 라. 전형기간 중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이나 합격자 발표 등은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

지
     (http://enter.yu.ac.kr)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마.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관련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