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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1. 지원자격                                                    ■ 서로 다른 전형 간 6회 이내 중복지원 가능

구분 전형명
고교 유형별 지원자격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종합고
(인문)

특성화
고(직업)

특성화
고(대안)

학력인
정학교

검정
고시 외국고

정원 내

학생부교과(일반계고교전형)
○ ○ ○ ○ - - - - - ×

2016년 이후 졸업(예정)자

학생부교과(한마인재전형)
○ ○ ○ ○ - - - - - ×

2016년 이후 졸업(예정)자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 ○ ○ ○ ○ ○ ○ ○ ○ ○ ×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 ○ ○ ○ ○ ○ ○

- - ×
경남지역 소재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학생부교과(체육교육과전형)
○ ○ ○ ○ ○ ○ ○

- - ○
2016년 이후 졸업(예정)자

학생부교과(군사학과전형) ○ ○ ○ ○ ○ ○ ○ ○ - ○

학생부교과(사회배려자전형) ○ ○ ○ ○ ○ ○ ○ ○ - ×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 ○ ○ ○ ○ ○ ○ ○ - ×

정원 외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 ○ - ○ ○ ○ ○ - - ×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 - - - ○ - - - - ×

학생부교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 ○ ○ ○ ○ ○ ○ ○ ○ ×

2. 전형방법

구분 전형명 선발
방법

선발
비율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교생활기록부 1단계
성적

면접
고사

실기
고사

경기
실적 합계

교과 출결 소계

정원 내

학생부교과(일반계고교전형) 일괄합산 100 90 10 100 - - - - 100

학생부교과(한마인재전형)
1단계 500 90 10 100 - - - - 100
2단계 100 - - - 60 40 - - 100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 일괄합산 100 90 10 100 - - - - 100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일괄합산 100 90 10 100 - - - - 100

학생부교과(체육교육과전형) 일괄합산 100 54 6 60 - - 40 - 100

학생부교과(군사학과전형)
1단계 400 90 10 100 - - - - 100
2단계 100 - - - 70 20 10 - 100

학생부교과(사회배려자전형) 일괄합산 100 90 10 100 - - - - 100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일괄합산 100 18 2 20 - 20 - 60 100

정원 외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일괄합산 100 90 10 100 - - - - 100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학생부교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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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 및 모집인원 변경사항

모집
시기 전형명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정원 내 정원 외 합계 정원 내 정원 외 합계

수시

학생부교과(일반계고교전형) 1,466 - 1,466

학생부교과(한마인재전형) 547 - 547 693 - 693

학생부종합(미래인재전형) 69 - 69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 1,774 - 1,774 238 - 238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27 - 27 27 - 27

학생부교과(체육교육과전형) 35 - 35 35 - 35

학생부교과(군사학과전형) 30 - 30 30 - 30

학생부교과(고른기회전형) 17 - 17

학생부교과(사회배려자전형) 30 - 30 30 - 30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30 - 30 30 - 30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 87 87 - 85 85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 16 16 - 16 16

학생부교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 53 53 - 49 49

수시모집 소계 2,559 156 2,715 2,549 150 2,699

정시

가군 수능(군사학과전형) 10 - 10 10 - 10

나군
수능(일반학생전형) 198 - 198 99 - 99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36 - 36

다군 수능(일반학생전형) 86 - 86 63 - 63

정시모집 소계 294 - 294 208 - 208

합계 3,009 156 3,009 2,757 150 2,907

※ 2020학년도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은 학생부교과(일반계고교전형)과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으로 분리됨

※ 2020학년도 학생부종합(미래인재전형)은 학생부교과(한마인재전형)으로 통합됨

※ 2020학년도 학생부교과(고른기회전형)은 학생부교과(사회배려자전형)으로 통합됨

4. 지원자격 변경사항

전형명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비고

학생부교과(일반계고교전형) -
2016년 이후 국내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종합고(인문) 졸업(예정)자

전형 신설

학생부교과(한마인재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16년 이후 국내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종합고(인문)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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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조직 주요 개편사항

단과대학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비고

문과

역사어문학부 한국어문학전공 한국어문학과 학부→학과 분리

역사어문학부 역사학전공 역사학과 학부→학과 분리

영중국제학부 영어학전공 영어학과 학부→학과 분리

영중국제학부 중국학전공 중국학과 학부→학과 분리

건강과학

바이오융합학부
 -식품개발학전공
 -생명공학전공
 -화장품공학전공

화장품식품개발학부
 -화장품학전공
 -식품개발학전공

학부 명칭 변경
전공 명칭 변경

물리치료학과(40명) 물리치료학과(45명) 정원 증가

- 작업치료학과(20명) 학과 신설

경영 국제무역물류학과 무역물류학과 학과 명칭 변경

공과

기계공학부(190명)
 -기계로봇설계공학전공
 -기계시스템공학전공
 -방산기계공학전공

기계공학부(160명)
 -기계로봇설계공학전공
 -기계시스템공학전공
 -방산기계공학전공

전공 분리(3+1)
전공 신설

 -스마트기계융합공학전공(30명)

나노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학과 명칭 변경

컴퓨터공학부 정보보안전공 컴퓨터공학부 컴퓨터보안전공 전공 명칭 변경

토목공학과 토목안전공학과 학과 명칭 변경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비고

모집단위 7단대, 9학부(19전공), 39학과 7단대, 7학부(15전공), 44학과

입학정원 2,840명 2,740명



6_ 경남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모집요강

Ⅱ 모집단위 및 전형별 모집인원

단과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

정원

모집
인원
(정원
내)

정원 내 정원 외

학생부교과 실기/
실적 학생부교과

일반
계고
교

한마
인재

일반
학생

지역
인재

체육
교육
과

군사
학과

사회
배려
자

체육
특기
자

농어
촌학
생

특성
화고
교졸
업자

기초
생활
수급
자

문과 인문
사회

한국어문학과 IPP 30 30 20 6 3

역사학과 교직 LINC+ IPP 35 36 24 7 3

영어학과 IPP 30 30 20 6 3

중국학과 교직 IPP 40 40 25 9 5

문화콘텐츠학과 LINC+ IPP 50 50 31 12 5

사회복지학과 LINC+ IPP 70 71 34 25 7 2 3 3

심리학과 교직 IPP 50 50 28 12 5 2 3 3

사회학과 교직 LINC+ IPP 30 31 21 6 3

건강
과학

자연
과학

화장품식품개발학부
 -화장품학전공
 -식품개발학전공

LINC+ IPP

65 65 41 15 7 2 2

식품영양학과 교직 LINC+ IPP 50 51 30 12 5 2 2 2

스포츠과학과 LINC+ IPP 50 50 15 7 3 2 20 2 2

의류산업학과 LINC+ IPP 30 30 18 6 5 1

간호학과 90 90 25 25 5 27 5 4

물리치료학과 LINC+ 45 45 25 14 3 3 2

작업치료학과 20 20 12 4 2

외식프랜차이즈학과 LINC+ IPP 35 35 22 9 3 1

사범

인문
사회

교육학과 LINC+ 30 31 17 9 2 2 1

유아교육과 LINC+ 40 40 19 14 2 2 1

국어교육과 LINC+ 40 40 19 14 2 2 1

영어교육과 LINC+ 40 40 19 14 2 2 1

일어교육과 LINC+ 30 31 17 9 2 2 1

자연
과학

가정교육과
<기술・가정> 연계복수전공 가능

LINC+
30 30 16 9 2 2 1

수학교육과 LINC+ 40 41 20 14 2 2 1

예체능

미술교육과 LINC+ 40 40 27 2

음악교육과 LINC+ 40 40 27 2

체육교육과 LINC+ 70 70 35 10 4

경영 인문
사회

경제금융학과 교직 LINC+ IPP 40 40 25 7 5 　 1 　 1 1

무역물류학과 LINC+ IPP 일학습 55 55 37 10 5 　 1 　 1 1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LINC+ IPP

교직

교직 일학습

150 150 103 25 15 　 2 　 3 3 2

관광학부
 -관광항공경영학전공
 -호텔컨벤션경영학전공

LINC+ IPP 일학습

80 80 43 20 13 　 2 　 2 2 1

경영정보학과 LINC+ 4차 IPP 45 45 25 12 5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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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은 본교에서의 분류 기준으로 고교의 계열과는 무관함(교차지원에 대한 불이익은 없음)

• 간호학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학과임 [인증기간 : 2019.12.12. ~ 2024.12.11.(5년간)]

• 교직  표시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부) 및 전공임(2020학년도 기준)

• 공학  표시는 공학교육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과(부) 및 전공이며, 신입생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LINC+ 표시는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중 산학협력고도화형에 참여하는 학과(부) 및 전공임

• 4차  교육부 ‘LINC+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산학협력 고도화형)’에 참여하는 학과(부) 및 전공임

• IPP  표시는 고용노동부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에 참여하는 학과(부) 및 전공임

• 일학습  표시는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도에 참여하는 학과(부) 및 전공임

• KAI  표시된 기계공학부 카이트랙은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4학년 2학기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 졸업 후 
KAI에 입사 가능한 학부임

• 스마트 표시된 스마트기계융합공학전공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하는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전공임

• 자유전공학부 입학자는 1학년 말 희망하는 학과(부) 및 전공을 선택할 수 있음(단, 사범대학 전체,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군사
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선택 불가)

• 군사학과는 육군본부 협약에 의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 지급되는 40명(남자 35명, 여자 5명)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10명
(남・여 구분 없음)을 구분하여 선발하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시모집 「군사학과전형」 및 정시모집 「가군 군사학과
전형」으로 지원하여야 함

단과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

정원

모집
인원
(정원
내)

정원 내 정원 외

학생부교과 실기/
실적 학생부교과

일반
계고
교

한마
인재

일반
학생

지역
인재

체육
교육
과

군사
학과

사회
배려
자

체육
특기
자

농어
촌학
생

특성
화고
교졸
업자

기초
생활
수급
자

법정 인문
사회

법학과 교직 LINC+ IPP 50 50 33 12 3 　 　

행정학과 교직 IPP 50 51 32 12 3 　 2 　 2 2

경찰학과 IPP 60 60 32 15 3 　 3 　 5 4

정치외교학과 교직 IPP 35 35 21 10 2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LINC+ IPP 45 46 27 15 2 　 　

경호보안학과 LINC+ IPP 50 51 28 15 3 　 2 　 2 1

군사학과 50 51 11 남27
여 3

공과
공학

기계
공학부

기계로봇설계공학전공
기계시스템공학전공
방산기계공학전공

교직 공학 KAI LINC+ 4차 IPP 일학습

교직 공학 KAI LINC+ 4차 IPP 일학습

공학 KAI LINC+ 4차 IPP 일학습

160 161 107 25 20 4 3 3 2

스마트기계융합공학전공 공학 KAI LINC+ 4차 IPP 일학습 스마트 30 30 20 5 3

전기공학과 교직 LINC+ 4차 IPP 일학습 90 90 50 23 10 2 2 2 1

전자공학과 LINC+ 4차 IPP 일학습 70 72 40 20 7 2 2 2 1

신소재공학과 LINC+ IPP 35 36 19 10 5 1 1

컴퓨터
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교직 LINC+ 4차 IPP 일학습 50 50 30 12 5 1 1

소프트웨어전공 교직 LINC+ 4차 IPP 일학습 45 45 27 12 3 1 1

컴퓨터보안전공 LINC+ 4차 IPP 일학습 35 36 21 10 3 1 1

정보통신공학과 LINC+ 4차 IPP 일학습 50 50 31 12 5 2 1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건축공학전공

LINC+ IPP

80 80 49 22 7 2 1

토목안전공학과 LINC+ IPP 45 45 28 10 5 2 1

환경에너지공학과 LINC+ IPP 40 40 20 12 5 2 1

소방방재공학과 LINC+ IPP 50 50 30 12 5 2 1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LINC+ 4차 IPP 40 40 23 10 5 2 1

예체능 산업디자인학과 LINC+ IPP 50 50 23 12 5 1 1
교양
융합 - 자유전공학부 40 41 24 10 5

합계 2,740 2,757 1,466 693 238 27 35 30 30 30 85 16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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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원서접수 안내

가. 접수기간 : 2020. 9. 23.(수) 09:00 ~ 9. 28.(월) 18:00까지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방문 접수 없음)

다. 접수절차 및 유의사항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경남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yungnam.ac.kr)
・진학어플라이(http://www.jinhakapply.com)

⇩

대입 표준공통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지원자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보호자 등 타인 아이디로 원서접수 불가)

⇩

수시모집 접수대학 중
[경남대학교] 선택

・대학 리스트 중 [경남대학교]를 선택합니다.

⇩

모집요강 및 원서접수
유의사항 숙지

・원서 작성 전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원서 작성
・원서 작성 시 나타나는 확인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서 작성 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 증명사진 파일(jpg, gif, png 등)을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전형료 결제
・전형료를 결제하여야만 접수가 완료되고, 수험표 및 입학원서 등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형료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는 접수 취소 및 수정이 불가하므로 결제 이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험표 확인
・면접고사 또는 실기고사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청소년증 중 하나)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발송
(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를 대봉투에 넣고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우편 발송용 표지’를 출력・부착하여 
본교 입학처로 발송하여야 합니다(우편요금 대학 부담/방문 제출도 가능함).

2. 중복지원

본교 수시모집에는 전형별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전형 간 최대 6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하나의 전형에 1개의 모집단위만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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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일정

구분 일정 안내사항

원서접수
2020. 9. 23.(수) 09:00
   ~ 9. 28.(월) 18:00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yungnam.ac.kr)
・진학어플라이(http://www.jinhakapply.com)
・인터넷 접수(24시간 접수 가능)

서류제출
2020. 9. 23.(수) 09:00
   ~ 10. 7.(수) 18:00

・우편 제출은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방문 제출은 본관1층 입학처(주말 및 공휴일 제외)

학생부교과
(한마인재전형)

1단계
합격자 발표

2020. 10. 8.(목) 17:00<예정>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면접고사 2020. 10. 24.(토) 오전/오후
・면접인원에 따라 오전/오후로 진행될 수 있음
・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학생부교과
(군사학과전형)

1단계
합격자 발표

2020. 10. 8.(목) 17:00<예정>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2단계 전형

2020. 10. 8.(목) ~ 10. 15.(목) ・신원조사 서류 온라인 입력 제출

2020. 10. 26.(월) 오전 ・지원서류 제출 및 등록

2020. 10. 26.(월) 오후 ・인성검사, 체력검정

2020. 10. 27.(화) ・신체검사

2020. 10. 28.(수) ・면접평가

학생부교과
(체육교육과전형)

실기고사 2020. 10. 31.(토) ・본교 체육관 및 운동장

실기/실적
(체육특기자전형)

면접고사 2020. 11. 7.(토) 오전/오후
・종목별 오전/오후로 진행될 수 있음
・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최초합격자
발표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전형

2020. 11. 27.(금) 17:00<예정>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합격통지서는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 사용

체육교육과전형
군사학과전형

2020. 12. 24.(목) 17:00<예정>

최초합격자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2020. 12. 28.(월) 09:00
   ~ 12. 30.(수) 16:00 ・등록확인예치금 납입통지서는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출력(별도 발송하지 않음)

・등록확인예치금 및 등록금 납부는 전국 경남은행 
창구 납부 또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등록확인예치금 및 등록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불합격 처리됨

・충원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안내함

충원합격자 발표
2020. 12. 30.(수) 21:00
~ 2021. 1. 4.(월) 21:00이전

충원합격자 등록 마감 2021. 1. 5.(화) 16:00

등록금 납부
2021. 2. 8.(월) 09:00
   ~ 2. 10.(수) 16:00

 ※ 세부적인 전형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합니다.

http://ipsi.kyu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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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합격자 발표

구분 일시 장소 및 납부방법 비고

최초합격자

발표

2020. 11. 27.(금) 17:00<예정>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전형

2020. 12. 24.(목) 17:00<예정>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체육교육과전형, 군사학과전형

등록
2020. 12. 28.(월) 09:00
   ~ 12. 30.(수) 16:00까지

경남은행 창구 납부 또는
개인별 가상계좌 계좌이체

충원합격자

발표
2020. 12. 30.(수) 21:00
∼ 2021. 1. 4.(월) 21:00이전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등록 충원합격 통보 시 안내
경남은행 창구 납부 또는
개인별 가상계좌 계좌이체

 ※ 결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원합격자 발표마감이 앞당겨질 수 있으며, 충원합격자 발표 일정은 합격자 발표 시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나.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1) 납부금액 : 100,000원

  2) 납부방법 : 납입통지서를 이용한 경남은행 창구 납부 또는 개인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다. 등록확인예치금 환불

  1) 환불대상 : 수시모집 합격자(충원합격자 포함) 중 예치금 납부(등록)를 완료한 자

  2) 환불방법 : 원서접수 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전액 환불

  3) 환불기간 : 2021년 1월 중순<예정>

라. 유의사항

  1) 지원자는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합격(충원합격 포함) 여부 및 예비순위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시모집 합격자(충원합격자 포함)는 지원자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자로 처리되며,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수시모집 합격자(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기간 내 하나의 대학에만 예치금을 납부(등록)하여야 하며, 수시모집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예치금 납부 이후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4)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 시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자는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5)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가 타 대학에 충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포기 

및 환불 신청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본교에 복수지원하여 중복 합격한 경우에도 하나의 전형(모집단위)에만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7) 장학생(전액장학생 포함) 및 학비감면대상자(보훈장학 등)도 반드시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8) 합격통지서, 등록확인예치금 납입통지서, 등록절차 안내문 등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여 사

용하여야 합니다(우편 발송하지 아니함).

  9)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입학원서상의 연락처에 개별 통보 시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될 경우(3회 

이상 수신 불가) 불합격 처리하고 차순위자를 충원 합격시키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본교 입학처로 연락(055-249-2000)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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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전형별 안내

학생부교과(일반계고교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1,466명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문과 인문
사회

한국어문학과 20
역사학과 24
영어학과 20
중국학과 25
문화콘텐츠학과 31
사회복지학과 34
심리학과 28
사회학과 21

건강
과학

자연
과학

화장품식품개발학부 41
식품영양학과 30
스포츠과학과 15
의류산업학과 18
간호학과 25
물리치료학과 25
작업치료학과 12
외식프랜차이즈학과 22

사범

인문
사회

교육학과 17
유아교육과 19
국어교육과 19
영어교육과 19
일어교육과 17

자연
과학

가정교육과 16
수학교육과 20

경영 인문
사회

경제금융학과 25
무역물류학과 37
경영학부 103
관광학부 43
경영정보학과 25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법정 인문
사회

법학과 33
행정학과 32
경찰학과 32
정치외교학과 2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7
경호보안학과 28

공과
공학

기계공학부 107
스마트기계융합공학전공 20
전기공학과 50
전자공학과 40
신소재공학과 19
컴퓨터공학전공 30
소프트웨어전공 27
컴퓨터보안전공 21
정보통신공학과 31
건축학부 49
토목안전공학과 28
환경에너지공학과 20
소방방재공학과 30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23

예체능 산업디자인학과 23
교양
융합 - 자유전공학부 24

합계 1,466

2. 지원자격

2016년 이후 국내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종합고(인문) 졸업(예정)자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4. 전형방법

선발방법 선발비율
학교생활기록부(100%)

합계(100%)
교과성적(90%) 출결성적(10%)

일괄합산 100%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900 720 100 80 1,0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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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발방법

가. 합격자는 학생부 교과성적과 출결성적을 합산하여 총점 성적 순으로 선발하며,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열등하여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입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을 위한 계산식에는 소수점 셋째자리(넷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최종성적 산출을 위한 

계산식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활용합니다.

다. 본교에서 정한 지원자격에 미달되거나 지원절차를 위반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라. 최초합격자와 결격자를 제외하고 총점 성적순으로 예비순위를 부여하며,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순위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마. 충원합격자 등록 마감 이후 발생된 결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6.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비대상고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학교장 직인 날인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 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출기간 : 2020. 9. 23.(수) 09:00 ~ 10. 7.(수) 18:00 (방문제출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업무시간에 한함)

 ※ 제출서류는 2020. 9. 1.(화) 이후 발급한 서류(원본)에 한함

7.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자유전공학부

학생부 반영교과
성적 우위자

국어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영어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수학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학생부 반영교과
성적 우위자

수학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영어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국어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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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한마인재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693명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문과 인문
사회

한국어문학과 6
역사학과 7
영어학과 6
중국학과 9
문화콘텐츠학과 12
사회복지학과 25
심리학과 12
사회학과 6

건강
과학

자연
과학

화장품식품개발학부 15
식품영양학과 12
스포츠과학과 7
의류산업학과 6
간호학과 25
물리치료학과 14
작업치료학과 4
외식프랜차이즈학과 9

사범

인문
사회

교육학과 9
유아교육과 14
국어교육과 14
영어교육과 14
일어교육과 9

자연
과학

가정교육과 9
수학교육과 14

예체능
미술교육과 27
음악교육과 27

경영 인문
사회

경제금융학과 7
무역물류학과 10
경영학부 25
관광학부 20
경영정보학과 12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법정 인문
사회

법학과 12
행정학과 12
경찰학과 15
정치외교학과 1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5
경호보안학과 15
군사학과 11

공과
공학

기계공학부 25
스마트기계융합공학전공 5
전기공학과 23
전자공학과 20
신소재공학과 10
컴퓨터공학전공 12
소프트웨어전공 12
컴퓨터보안전공 10
정보통신공학과 12
건축학부 22
토목안전공학과 10
환경에너지공학과 12
소방방재공학과 12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10

예체능 산업디자인학과 12
교양
융합 - 자유전공학부 10

합계 693

※ 학생부교과(한마인재전형)의 군사학과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및 장교 임관의 혜택이 없으므로 지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자격

2016년 이후 국내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종합고(인문) 졸업(예정)자

단, 군사학과 지원자는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4. 전형방법

선발방법 선발비율
학교생활기록부(100%)

합계(100%)
교과성적(90%) 출결성적(10%)

1단계 500%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900 720 100 80 1,000 800

선발방법 선발비율 1단계 성적(60%) 면접고사(40%) 합계(100%)

2단계 100%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600 480 400 320 1,0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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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접고사
가. 평가방법 : 평가요소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2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평가하여 그 평균점수를 반영함
나. 평가영역별 세부내용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내용 배점

전공적합성 및
발전가능성

진학동기 진학동기 및 도전정신 15

학문적 소양과 전공지식 학문적 소양과 전공 분야의 지식 수준 20

기초학업능력 학업역량 및 전공적성 정도 15

인성 및
의사소통능력

인성 및 사명감 원만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 15

의사소통능력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 및 태도 15

다. 유의사항
  1) 면접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전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2) 면접고사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청소년증 중 하나)을 반드시 지참

하여야 합니다.
  3) 면접고사장에는 휴대폰 및 전자・통신 기기(스마트워치,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안경・시계・볼펜형 캠코더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6. 선발방법
가. 1단계는 학생부 성적 순으로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며, 동점자는 전원 선발합니다.
나. 2단계는 1단계 성적(60%)과 면접고사(40%)를 합산하여 총점 성적 순으로 선발하며,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열등

하여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입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을 위한 계산식에는 소수점 셋째자리(넷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최종성적 산출을 위한 

계산식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활용합니다.
라. 본교에서 정한 지원자격에 미달되거나 지원절차를 위반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마. 최초합격자와 결격자를 제외하고 총점 성적순으로 예비순위를 부여하며,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순위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바. 충원합격자 등록 마감 이후 발생된 결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7.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장소 비고

1단계 합격자 발표 2020. 10. 8.(목) 17:00<예정>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면접고사 2020. 10. 24.(토) 오전/오후 1단계 발표 시 안내함
면접 인원에 따라 오전/오후로 

나누어 진행될 수 있음

8.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비대상고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학교장 직인 날인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 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출기간 : 2020. 9. 23.(수) 09:00 ~ 10. 7.(수) 18:00 (방문제출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업무시간에 한함)
 ※ 제출서류는 2020. 9. 1.(화) 이후 발급한 서류(원본)에 한함

9.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단계 동점자는 전원 선발

2단계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자유전공학부

면접고사
성적 우위자

국어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영어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수학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면접고사
성적 우위자

수학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영어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국어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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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238명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문과 인문
사회

한국어문학과 3
역사학과 3
영어학과 3
중국학과 5
문화콘텐츠학과 5
사회복지학과 7
심리학과 5
사회학과 3

건강
과학

자연
과학

화장품식품개발학부 7
식품영양학과 5
스포츠과학과 3
의류산업학과 5
간호학과 5
물리치료학과 3
작업치료학과 2
외식프랜차이즈학과 3

사범

인문
사회

교육학과 2
유아교육과 2
국어교육과 2
영어교육과 2
일어교육과 2

자연
과학

가정교육과 2
수학교육과 2

경영 인문
사회

경제금융학과 5
무역물류학과 5
경영학부 15
관광학부 13
경영정보학과 5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법정 인문
사회

법학과 3
행정학과 3
경찰학과 3
정치외교학과 2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
경호보안학과 3

공과
공학

기계공학부 20
스마트기계융합공학전공 3
전기공학과 10
전자공학과 7
신소재공학과 5
컴퓨터공학전공 5
소프트웨어전공 3
컴퓨터보안전공 3
정보통신공학과 5
건축학부 7
토목안전공학과 5
환경에너지공학과 5
소방방재공학과 5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5

예체능 산업디자인학과 5
교양
융합 - 자유전공학부 5

합계 238

2.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4. 전형방법

선발방법 선발비율
학교생활기록부(100%)

합계(100%)
교과성적(90%) 출결성적(10%)

일괄합산 100%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900 720 100 80 1,000 800

 ※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검정고시 평균성적을 본교의 산출식에 의해 산출하여 비교내신으로 적용함

 ※ 외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자 및 기타 학생부 교과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자는 최저점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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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발방법

가. 합격자는 학생부 교과성적과 출결성적을 합산하여 총점 성적 순으로 선발하며,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열등하여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입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을 위한 계산식에는 소수점 셋째자리(넷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최종성적 산출을 위한 

계산식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활용합니다.

다. 본교에서 정한 지원자격에 미달되거나 지원절차를 위반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라. 최초합격자와 결격자를 제외하고 총점 성적순으로 예비순위를 부여하며,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순위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마. 충원합격자 등록 마감 이후 발생된 결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6.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비대상고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학교장 직인 날인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 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시 
제출할 필요 없음

• 외국 고교 졸업(예정)자

• 외국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외국 고교 성적증명서 1부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국내 고교 일부 과정 이수자)

• 외국 고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학교 소재국 영사관의 
영사확인 제출,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제출서류는 별도 한국어로 공증 번역하여 제출

  (졸업예정자가 최종합격할 경우 
2021.2.19.(금)까지 졸업증명서 제출)

 ※ 제출기간 : 2020. 9. 23.(수) 09:00 ~ 10. 7.(수) 18:00 (방문제출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업무시간에 한함)
 ※ 제출서류는 2020. 9. 1.(화) 이후 발급한 서류(원본)에 한함

7.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자유전공학부

학생부 반영교과
성적 우위자

국어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영어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수학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학생부 반영교과
성적 우위자

수학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영어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국어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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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간호학과 27명

2. 지원자격

경남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경남지역 소재 고교 입학부터 졸업(예정)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4. 전형방법

선발방법 선발비율
학교생활기록부(100%)

합계(100%)
교과성적(90%) 출결성적(10%)

일괄합산 100%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900 720 100 80 1,000 800

5. 선발방법

가. 합격자는 학생부 교과성적과 출결성적을 합산하여 총점 성적 순으로 선발하며,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열등하여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입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을 위한 계산식에는 소수점 셋째자리(넷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최종성적 산출을 위한 

계산식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활용합니다.

다. 본교에서 정한 지원자격에 미달되거나 지원절차를 위반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라. 최초합격자와 결격자를 제외하고 총점 성적순으로 예비순위를 부여하며,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순위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마. 충원합격자 등록 마감 이후 발생된 결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6.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비대상고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학교장 직인 날인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 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출기간 : 2020. 9. 23.(수) 09:00 ~ 10. 7.(수) 18:00 (방문제출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업무시간에 한함)

 ※ 제출서류는 2020. 9. 1.(화) 이후 발급한 서류(원본)에 한함

7.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단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간호학과
학생부 반영교과

성적 우위자
수학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영어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국어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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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체육교육과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체육교육과 35명

2. 지원자격

2016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3. 수능최저학력기준

국어, 수학(가/나), 영어, 탐구(2개 과목평균)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9이내

4. 전형방법

선발방법 선발비율
학교생활기록부(60%)

실기고사(40%) 합계(100%)
교과성적(54%) 출결성적(6%)

일괄합산 100%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540 216 60 24 400 160 1,000 400

5. 실기고사

가. 실기대상 : 학생부교과(체육교육과전형) 지원자 전원

나. 실기내용

실기종목 배점 유의사항 비고

100m 달리기 100 스파이크화 착용 가능 자동계측기 사용

공던지기 100 이물질 사용 금지 2회 측정, 핸드볼공(2호) 사용, 원지름 2m

지그재그런 100 런닝화 착용 자동계측기 사용, 30m Z자 주로 왕복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100 이물질 사용 금지 2회 측정, 제자리멀리뛰기 측정기 사용

계 400

다. 실기고사 채점기준표

<남자>

구분   배점
단위 100 96 92 88 84 80 76 72 68 64 60 56 52 48 44 40

100m
달리기 초 11.8

이하
11.9
∼

12.0

12.1
∼

12.2

12.3
∼

12.4

12.5
∼

12.6

12.7
∼

12.8

12.9
∼

13.0

13.1
∼

13.2

13.3
∼

13.4

13.5
∼

13.6

13.7
∼

13.8

13.9
∼

14.0

14.1
∼

14.2

14.3
∼

14.4

14.5
∼

14.6
14.7
이상

공던지기 m 37
이상 36 35 34 33

32
∼
31

30
∼
29

28
∼
27

26
∼
25

24
∼
23

22
∼
21

20
∼
19

18
∼
17

16
∼
15

14
∼
13

12
이하

지그재그런 초 14.4
이하

14.5
∼

14.6

14.7
~

14.8

14.9
~

15.0

15.1
~

15.2

15.3
~

15.4

15.5
~

15.6

15.7
~

15.8

15.9
~

16.0

16.1
~

16.2

16.3
~

16.4

16.5
~

16.6

16.7
~

16.8

16.9
~

17.0

17.1
~

17.2

17.3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cm 280

이상
279
∼

275

274
∼

270

269
∼

265

264
∼

260

259
∼

255

254
∼

250

249
∼

245

244
∼

240

239
∼

235

234
∼

230

229
∼

225

224
∼

220

219
∼

215

214
∼

210
20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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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구분   배점
단위 100 96 92 88 84 80 76 72 68 64 60 56 52 48 44 40

100m
달리기 초 14.3

이하
14.4
∼

14.5

14.6
∼

14.7

14.8
∼

14.9

15.0
∼

15.1

15.2
∼

15.3

15.4
∼

15.5

15.6
∼

15.7

15.8
∼

15.9

16.0
∼

16.1

16.2
∼

16.3

16.4
∼

16.5

16.6
∼

16.7

16.8
∼

16.9

17.0
∼

17.1
17.2
이상

공던지기 m 27
이상 26 25 24 23 22

21
∼
20

19
∼
18

17
∼
16

15
∼
14

13
∼
12

11
∼
10

9
∼
8

7
∼
6

5
∼
4

3
이하

지그재그런 초 15.4
이하

15.5
~

15.6

15.7
~

15.8

15.9
~

16.0

16.1
~

16.2

16.3
~

16.4

16.5
~

16.6

16.7
~

16.8

16.9
~

17.0

17.1
~

17.2

17.3
~

17.4

17.5
~

17.6

17.7
~

17.8

17.9
~

18.0

18.1
~

18.2

18.3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cm 230

이상
229
∼

225

224
∼

220

219
∼

215

214
∼

210

209
∼

205

204
∼

200

199
∼

195

194
∼

190

189
∼

185

184
∼

180

179
∼

175

174
∼

170

169
∼

165

164
∼

160
159
이하

6. 선발방법
가. 합격자는 학생부(60%)와 실기고사(40%)를 합산하여 총점 성적 순으로 선발하며,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열등

하여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입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을 위한 계산식에는 소수점 셋째자리(넷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최종성적 산출을 위한 

계산식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활용합니다.
다. 본교에서 정한 지원자격에 미달되거나 지원절차를 위반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라. 최초합격자와 결격자를 제외하고 총점 성적순으로 예비순위를 부여하며,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순위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마. 충원합격자 등록 마감 이후 발생된 결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7.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장소 비고

실기고사 2020. 10. 31.(토) 본교 운동장 및 체육관

8.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비대상고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학교장 직인 날인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 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출기간 : 2020. 9. 23.(수) 09:00 ~ 10. 7.(수) 18:00 (방문제출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업무시간에 한함)
 ※ 제출서류는 2020. 9. 1.(화) 이후 발급한 서류(원본)에 한함

9.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단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체육교육과 학생부 반영교과
성적 우위자

실기고사
성적 우위자

국어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영어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10. 유의사항
가. 실기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전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나. 실기고사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청소년증 중 하나)을 반드시 지참하

여야 합니다.
다. 실기고사장에는 휴대폰 및 전자・통신 기기(스마트워치,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안경・시계・볼펜형 캠코더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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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군사학과전형)                               육군본부 협약대학

   경남대학교 군사학과는 육군본부와 협약된 학과이며, 합격자는 전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4년간 지급 받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졸업 후 장교(육군 소위)로 임관됩니다.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군사학과 30명(남자 27명, 여자 3명)

2. 지원자격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나.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군복무를 필한 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에 나이를 합산하여 

적용(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복무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복무기간 2년 이상 : 3세)

다.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장교 임용 결격사유(군인사법 제10조)

① 장교는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가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 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되지 아니한다.

3. 수능최저학력기준

국어, 수학(가/나), 영어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15이내(수학 가형 응시자 1등급 상향 적용)

4. 전형방법

선발방법 선발비율
학교생활기록부(100%)

합계(100%)
교과성적(90%) 출결성적(10%)

1단계 400%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630 0 70 0 700 0

선발방법 선발비율 1단계 성적
(70%)

체력검정
(10%)

면접고사
(20%)

인성검사
신체검사 신원조사 합계

(100%)

2단계 100%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합격/불합격 

판정
최종 선발

심의 시 반영
최고점 최저점

700 0 100 0 200 0 1,000 0

 ※ 검정고시출신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검정고시 평균성적을 본교의 산출식에 의해 산출하여 비교내신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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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단계 전형

가. 인성검사

대상 장소 시간 비고

1단계 합격자 본교 문무관 50분
육군 간부 선발 시 시행하는 인성검사 도구를 
적용하며, 결과는 면접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나. 신체검사

대상 장소 비고

1단계 합격자 국군대구병원 본교 학군단에서 집결하여 이동하며 개별 이동 불가함

  ※ 여자 지원자는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산부인과 검사결과(임신반응검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국군병원 신체검사 시 제출

구분
질병・심신장애 

신체등위
신장・체중 신체등위 비고

합격기준 3급 이내 2급 이내
신장・체중 신체등위 3급자는 심의 위원회 심의 
후 합・불 판정

  ※ 신장・체중 신체등위에 따른 판정기준

  

남자 단위 : BMI(kg/m2)

        등급
 신장(cm) 1급 2급 3급 4급

161미만 17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161이상 20이상～25미만
18.5이상~20미만 
25이상～30미만

17이상~18.5미만
30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여자 단위 : BMI(kg/m2)

        등급
 신장(cm) 1급 2급 3급 4급

155미만 17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155이상 20이상～25미만
18.5이상~20미만 
25이상～30미만

17이상~18.5미만
30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 BMI = 체중(kg) / 키의 제곱(m2)

    ※ 신장의 측정단위는 센티미터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첫째자리까지 포함하며, 체중의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첫째자리까지 포함한다. BMI를 계산하고 산출된 BMI 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 신체검사 유의사항

  1) 응시자는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미지참자(개인 신원확인 불가자)는 응시 불가합니다.

  2) 신체검사 시작 9시간 이전부터 공복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3) 미공복, 음주, 약물복용, 흡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검사 오류 및 불합격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4) 신체검사장에서는 반드시 통제에 순응하고, 지정된 장소로만 이동합니다.

  5) 상용 정보통신장비(PDA, DMB, 디지털카메라, MP3, USB 등)는 휴대가 불가합니다.

  6) 재검은 1회만 가능하며, 재검자는 재검 요구 일자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재검 불응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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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력검정

대상 종목 장소

1단계 합격자 1.5k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본교 문무관 및 화영운동장

  1) 평가는 종목별 1회만 실시하고 등외 종목은 해당 종목만 0점 처리합니다(포기시 불합격 처리).

  2) 평가 종목별 순서는 당일 기상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3) 3개 종목을 측정하여 각 종목별 등급 기준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점수를 반영합니다.

  4) 체력검정 등급 및 배점표

    가) 평가기준 / 배점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등외

1.5Km 달리기 50 49 48 47 46 45 44 43 42 0

윗몸일으키기 30 29.4 28.8 28.2 27.6 27 26.4 25.8 25.2 24.6 0

팔굽혀펴기 20 19.6 19.2 18.8 18.4 18 17.6 17.2 16.8 16.4 0

    나) 종목별, 연령별 등급 기준

   

종목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등외

1.5km
달리기

만25세
이하

남
6'08ʺ
이하

6'18ʺ
이하

6'28ʺ
이하

6'38ʺ
이하

6'48ʺ
이하

6'58ʺ
이하

7'08ʺ
이하

7'18ʺ
이하

7'28ʺ
이하

7'29ʺ이상
등외

여
7'39ʺ
이하

7'49ʺ
이하

7'59ʺ
이하

8'09ʺ
이하

8'19ʺ
이하

8'29ʺ
이하

8'39ʺ
이하

8'49ʺ
이하

8'59ʺ
이내

9'00ʺ이상
등외

윗몸일
으키기
(2분)

만25세
이하

남
86회
이상

82회
이상

78회
이상

74회
이상

70회
이상

66회
이상

62회
이상

58회
이상

54회
이상

34회
이상

34회
미만

여
71회
이상

67회
이상

63회
이상

59회
이상

55회
이상

51회
이상

47회
이상

43회
이상

39회
이상

29회
이상

29회
미만

팔굽혀
펴기
(2분)

만25세
이하

남
72회
이상

68회
이상

64회
이상

60회
이상

56회
이상

52회
이상

48회
이상

44회
이상

40회
이상

25회
이상

25회
미만

여
35회
이상

33회
이상

31회
이상

29회
이상

27회
이상

25회
이상

23회
이상

21회
이상

19회
이상

16회
이상

16회
미만

라. 면접평가

  1) 면접대상 : 1단계 합격자

  2) 평가내용

  

구분 1면접장 2면접장 3면접장 종합판정실

평가내용
외적자세
품성평가

내적역량
(국가관, 리더십 등)

인성평가 종합판정

면접위원 2명 2명 2명 면접위원 전원

마. 신원조사

  1) 조사대상 : 1단계 합격자

  2) 반영방법 : 장교 임관 적격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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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발방법

가. 지원자 중에서(성별 구분) 각 전형요소별 득점을 일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위로 선발하며, 입학전형 성적이 현

저히 열등하여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입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학생부 성적으로 남・여 각각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합니다(동점자는 전원 선발).

  2) 2단계 : 1단계 합격자에 한해서 육군 인사사령관 책임 하에 인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원조

사를 실시하고, 1단계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여 최종 선발합니다

  3) 인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중 한 종목이라도 결시하거나 신원조사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4)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신원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먼저 합격자를 발표하고, 이후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을 위한 계산식에는 소수점 셋째자리(넷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최종성적 산출을 위한 

계산식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활용합니다.

다. 본교에서 정한 지원자격에 미달되거나 지원절차를 위반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라. 최초합격자와 결격자를 제외하고 총점 성적순으로 예비순위를 부여하며,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순위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마. 충원합격자 등록 마감 이후 발생된 결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바.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육군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7. 전형일정

구분 일정 내용 장소 비고

1단계 2020. 10. 8.(목) 17:00<예정> 합격자 발표 입학안내 홈페이지

2단계

2020. 10. 8.(목) ~ 10. 15.(목) 신원조사 서류 온라인 입력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신원조사 전산화시스템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2020. 10. 26.(월) 오전 지원서류 제출 및 등록 본교 문무관

제출서류 및
신분증 지참

2020. 10. 26.(월) 오후 인성검사, 체력검정 본교 문무관 및 화영운동장

2020. 10. 27.(화) 신체검사 국군대구병원

2020. 10. 28.(수) 면접평가 본교 문무관

합격자
발표

2020. 12. 24.(목) 17:00<예정> 최초합격자 발표 입학안내 홈페이지

2020. 12. 30.(수) 21:00
~ 2021. 1. 4.(월) 21:00 이전

충원합격자 발표 입학안내 홈페이지

 ※ 육군본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8. 제출서류

가. 지원자 전체(해당자에 한함)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비대상고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학교장 직인 날인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 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시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출기간 : 2020. 9. 23.(수) 09:00 ~ 10. 7.(수) 18:00 (방문제출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업무시간에 한함)

 ※ 제출서류는 2020. 9. 1.(화) 이후 발급한 서류(원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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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단계 합격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기간

지원 서류

① 지원서 1부(지정양식)
② 서약서 1부(지정양식)
③ 자기소개서 3부(지정양식)
④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지정양식)

2단계 전형 당일
지참 제출

(우편접수 불가)
2020. 10. 26.(월)

신원조사 
서류

⑤ 신원진술서(A) 1부
⑥ 자기소개서 1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신원조사 전산화시스템에
직접 작성 제출

2020. 10. 8.(목)
~ 10. 15.(목)⑧ 개인신용정보서 1부(지원자 본인)

⑨ 기본증명서(상세) 1부(본인명의 발급)
⑩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신원조사 전산화시스템에
사진파일(jpg)  첨부

 ※ 1단계 합격자의 제출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안내 합니다.

 ※ 신원조사 서류 제출방법 : 신원조사 전산화시스템 접속(인터넷 주소창에 ‘Psi.dssc.mil.kr’ 입력 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신원조사 서류제출’ 배너 클릭) ⇨ 개인인증(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 장교지원과정 선택 ⇨ 군사학과 선발 

과정 선택 ⇨ 서류 작성/제출

 ※ 신원조사 서류는 제출기간 내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되며, 2단계 전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9.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단계 동점자는 전원 선발

2단계 학생부 성적 
우위자

학생부 반영교과 
성적 우위자

영어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면접고사
성적 우위자

체력검정
성적 우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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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사회배려자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30명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문과 인문
사회

사회복지학과 2
심리학과 2

건강
과학

자연
과학

식품영양학과 2
스포츠과학과 2

경영 인문
사회

경제금융학과 1
무역물류학과 1
경영학부 2
관광학부 2
경영정보학과 1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법정 인문
사회

행정학과 2
경찰학과 3
경호보안학과 2

공과 공학
기계공학부 4
전기공학과 2
전자공학과 2

합계 30

2.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6・18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 지원 순직・공상 군경(공무원) 및 그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나. 만학도(2021년 3월 1일 기준 만30세 이상인 자)
다. 1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녀(장교 및 부(준)사관)
라. 15년 이상 장기복무 경찰(교도관 포함) 자녀 및 소방공무원 자녀
마. 환경미화원 자녀
바. 청백리상 수상자 자녀
사.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아. 선・효행상, 봉사상 수상자(상장 명칭 또는 내용에 반드시 선행, 효행, 봉사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자. 전교회장, 부회장, 부장, 차장 / 학년장, 부학년장 / 학급반장, 부반장
차. 다문화가정 자녀
카. 다자녀가정 자녀(3자녀 이상)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4. 전형방법

선발방법 선발비율
학교생활기록부(100%)

합계(100%)
교과성적(90%) 출결성적(10%)

일괄합산 100%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900 720 100 80 1,000 800

 ※ 검정고시출신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검정고시 평균성적을 본교의 산출식에 의해 산출하여 비교내신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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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발방법
가. 합격자는 학생부 교과성적과 출결성적을 합산하여 총점 성적 순으로 선발하며,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열등하여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입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을 위한 계산식에는 소수점 셋째자리(넷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최종성적 산출을 위한 

계산식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활용합니다.
다. 본교에서 정한 지원자격에 미달되거나 지원절차를 위반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라. 최초합격자와 결격자를 제외하고 총점 성적순으로 예비순위를 부여하며,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순위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마. 충원합격자 등록 마감 이후 발생된 결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6. 제출서류

구분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공통

• 지원자 전원 • 사회배려자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1부 • 본교 지정 서식

•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비대상고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학교장 직인 날인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 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시 제출할 필요 없음

해당자

•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1부 • 국가보훈(지)청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본인 명의 발급

• 만학도 • 주민등록초본 1부

• 1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녀(장교 및 부(준)사관)

• 15년 이상 장기복무 경찰(교도관 
포함) 자녀 및 소방공무원 자녀

• 환경미화원 자녀

• 현역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본인 명의 발급

• 청백리상 수상자 자녀
• 수상증명서 1부
• 공무원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본인 명의 발급

•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 수급자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선・효행상, 봉사상 수상자
• 전교회장, 부회장, 부장, 차장/

학년장, 부학년장/ 학급반장, 부반장
• 상장 또는 임명장 사본 1부

• 학생부 온라인 동의자 중 
학생부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다문화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본인 명의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부 또는 모의 국적 확인 서류
  - 귀화자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다자녀가정 자녀(3자녀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부모 명의 발급

 ※ 제출기간 : 2020. 9. 23.(수) 09:00 ~ 10. 7.(수) 18:00 (방문제출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업무시간에 한함)
 ※ 제출서류는 2020. 9. 1.(화) 이후 발급한 서류(원본)에 한함

7.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인문사회계열
학생부 반영교과

성적 우위자
국어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영어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수학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학생부 반영교과
성적 우위자

수학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영어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국어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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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체육특기자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30명

대학 모집단위 씨름
(남자)

사격
(남자/여자)
[공기소총
/공기권총]

레슬링
(남자)

역도
(남자/여자)

태권도
(남자/여자)
[겨루기]

야구
(남자) 합계

건강과학 스포츠과학과 2 2 2 2 2 10 20

사범 체육교육과 2 2 2 2 2 - 10

합계 4 4 4 4 4 10 30

◎ 야구 종목 포지션별 모집인원

포지션 투수(우) 투수(좌) 포수 2루수 유격수 중견수 합계

모집인원 2 1 1 1 2 3 10

 ※ 포지션별 지원의 기준은 경기실적증명서에 표기되어 있는 포지션만 지원 가능하며, 포지션이 여러 개일 경우 

각 학년별 첫 번째 기록된 포지션만 지원 가능합니다.

2.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고교 재학 중 

전국 또는 국제 규모의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실력을 발휘한 자 중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단, 졸업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자(검정고시출신자의 고교 재학기간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

고시 합격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 기간만 인정함)

가. 개인종목: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상비군이거나 대한체육회 또는 해당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

회에서 개인전 3위 이내 입상한 자

나. 단체종목(야구) :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국가대표, 국가대표상비군 또는 청소년대표

   ②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인정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투수는 6이닝 이상, 타자는 6타석 이상 출전한 자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4. 전형방법

선발방법 선발비율 경기실적(60%)
학교생활기록부(20%)

면접고사(20%) 합계(100%)
교과성적(18%) 출결성적(2%)

일괄합산 100%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600 300 180 90 20 10 200 100 1,000 500

 ※ 검정고시출신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검정고시 평균성적을 본교의 산출식에 의해 산출하여 비교내신으로 적용함

5. 선발방법

• 합격자는 경기실적(60%)와 학생부(20%), 면접고사(20%)를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 경기실적 점수는 경기전적에 의한 점수 배점표상의 점수와 가산점 점수를 합산합니다

• 경기실적 점수는 기본배점이 300점이고, 경기전적에 의한 점수 및 가산점의 합계는 600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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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전적에 의한 점수는 전체 전적 중 매년 우수한 3회 이내의 전적만을 점수로 산정합니다(야구 제외).

• 경기실적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학년도별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현재 고3 재학생 기준).

  - 고3(2020.3.1. ~ 원서접수 마감일), 고2(2019.3.1. ~ 2020.2.29.), 고1(2018.3.1. ~ 2019.2.28.)

• 경기실적은 동일대회의 복수 종목의 전적을 중복으로 인정합니다.

• 경기실적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경기실적증명서에 표기된 대회만 인정합니다.

• 사격 종목은 공기소총 및 공기권총의 경기실적만을 인정합니다(러닝타켓, 클레이종목 성적은 불인정).

• 레슬링, 역도, 태권도 종목은 개인전 성적만을 경기실적으로 인정합니다(단체전 성적은 불인정).

• 역도 종목은 합계 성적만을 경기실적으로 인정합니다(인상, 용상 개별성적은 불인정).

• 경기실적 점수가 씨름 및 사격, 레슬링, 역도, 태권도는 8점 미만일 경우, 야구는 1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 

합니다.

• 본교 체육진흥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입학전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학원서와 경기실적증명서, 기타 제출서류를 임의로 정정 또는 변조한 사실이 확인되면 재학 중이라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6. 경기실적 점수 배점표 및 인정대회

◎ 씨름, 사격

구분

단체전/개인전 경기실적

고3 경기실적 고2 경기실적 고1 경기실적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배점 10 9 8 9 8 7 8 7 6

※ 인정대회

종목 대회명 주최

씨름

• 회장기전국장사씨름대회
• 전국씨름선수권대회
• 증평인삼배전국장사씨름대회
• 전국시도대항장사씨름대회
• 대통령기전국장사씨름대회
• 학산배전국장사씨름대회
• 춘천소양강배전국장사씨름대회
• 전국체육대회

대한씨름협회
대한씨름협회
대한씨름협회
대한씨름협회
대한씨름협회
대한씨름협회
대한씨름협회
대한체육회

사격

•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 회장기 전국사격대회
•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사격대회
•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
• 충무기 전국 중・고등학생 사격대회
• 회장기 전국 중・고등학생 사격대회
• 대구광역시장배 전국사격대회
•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
•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
•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
• 전국체육대회
• 전라남도지사배 전국공기총사격대회
• 국가대표 선발대회
• 동아시아 유스 공기총사격대회
• 국제대회(유소년 및 월드컵대회)

대한사격연맹
대한사격연맹
대한사격연맹
대한사격연맹
대한사격연맹
대한사격연맹
한국중・고등학교사격연맹
한국중・고등학교사격연맹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사격연맹
한화그룹, 대한사격연맹
대통령경호처, 대한사격연맹
경남사격연맹
대한체육회
전라남도
대한사격연맹
동아시아사격연맹
국제사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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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슬링, 역도, 태권도

구분

개인전 경기실적

고3 경기실적 고2 경기실적 고1 경기실적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배점 10 9 8 9 8 7 8 7 6

※ 인정대회

종목 대회명 주최

레슬링

• 전국레슬링종합선수권대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체육대회
• 회장기전국레슬링대회
• 양정모올림픽제패기념 KBS배전국레슬링대회
•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레슬링대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레슬링선수권대회
• 세계 및 아시아 레슬링선수권대회 파견선발대회
• 국가대표 최종선발대회
• 전국체육대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체육회

역도

• 전국춘계남자역도경기대회
• 전국춘계여자역도경기대회
• 문곡서상천배 역도경기대회
•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
• 전국여자역도선수권대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시도학생역도경기대회
• 전국남자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
• 전국여자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
•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
•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역도경기대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체육대회
• 전국체육대회

대한역도연맹
대한역도연맹
대한역도연맹
대한역도연맹
대한역도연맹
대한역도연맹
대한역도연맹
대한역도연맹
전국실업연맹
전국실업연맹
전국체육고등학교
대한체육회

태권도

• 용인대학교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
• 우석대학교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
• 경희대학교총장기 전국남여고등학교태권도대회
•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
•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 광주5.18민주화운동기념시장기 전국남여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
•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중고등학교태권도대회
•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
•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 전국우수선수선발태권도대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체육대회
• 국가대표 예선・최종선발대회
• 3.15의거 전국태권도대회
• 세계주니어 한국대표선발태권도대회
• 아시아주니어 한국대표선발태권도대회
• 전국체육대회

용인대학교, 대한태권도협회
경희대학교, 대한태권도협회
우석대학교, 대한태권도협회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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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가. 경기실적 - 투수

개인경기실적(고1~고3) 합산

이닝수 40이닝이상 35이닝이상 30이닝이상 25이닝이상 20이닝이상 15이닝이상 10이닝이상 6이닝이상

배점 70 60 50 40 30 25 20 5

방어율 1.00 이하 1.01~2.00 2.01~3.00 3.01~4.00 4.01~5.00 5.01~6.00 6.01~7.00 7.00 초과

배점 40 35 30 25 20 15 10 5

승수 8승 7승 6승 5승 4승 3승 2승 1승

배점 40 35 30 25 20 15 10 5

나. 경기실적 – 야수(투수 제외)

개인경기실적(고1~고3) 합산

타석수 70타석 이상 60~69타석 50~59타석 40~49타석 30~39타석 20~29타석 10~19타석 6~9타석

배점 70 60 50 40 30 20 10 5

타율 0.450 이상 0.449~0.400 0.399~0.350 0.349~0.300 0.299~0.250 0.249~0.200 0.199~0.150 0.150 미만

배점 40 35 30 25 20 15 10 5

타점 16타점 이상 14~15타점 12~13타점 10~11타점 8~9타점 6~7타점 4~5타점 2~3타점

배점 40 35 30 25 20 15 10 5

※ 인정대회

종목 대회명 주최

야구

• 고교야구 주말리그(전반기 / 후반기)
•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전국고교야구대회
• 전국체육대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체육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7. 경기실적 가산점

구분 가산점

국제대회 1위 30점, 2위 20점, 3위 10점

국가대표 국가대표 30점, 청소년 대표/주니어 대표/상비군 10점

신기록 수립자 세계신기록 100점, 아시아신기록 50점, 한국신기록 30점, 대회신기록 및 주니어신기록 10점

• 연도별 가산 : 상기 가산점에서 고3 경기실적 100%, 고2 경기실적 90%, 고1 경기실적 80%를 가산합니다.

• 야구의 경우 가산점은 위의 가산점과 아래의 가산점을 합산합니다(경기실적증명서에 표기된 경기실적에 한함).

홈런 2개 이상 도루 10개 이상 개인상 수상

15점 15점 15점

  ※ 가산점은 횟수 상관없이 중복하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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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접고사

가. 면접대상 :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지원자 전원

나. 면접일정

구분 일정 장소 비고

면접고사 2020. 11. 7.(토) 오전/오후 추후 공지
지원 종목에 따라 오전/오후로 

나누어 진행될 수 있음

다.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및 배점비율

평가내용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태도 및 품성 성장 가능성

배점비율 30% 30% 40%

라. 평가방법

  1) 면접은 평가항목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해당 종목 특성을 반영하여 질의응답(1인당 5분 이내), 사전 질문지, 

시연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면접위원 5인이 평가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면접위원 3인의 평균점수를 반영합니다.

마. 유의사항

  1) 면접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전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2) 면접고사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청소년증 중 하나)을 반드시 지참

하여야 합니다.

  3) 면접고사장에는 휴대폰 및 전자・통신 기기(스마트워치,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안경・시계・볼펜형 캠코더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9.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 지원자 전원

• 경기실적증명서 1부 • 대한체육회 인터넷경기실적발급시스템 발급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인근 병원 문의 후 검사 및 발급

• 대표선발 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각 경기단체에서 발행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비대상고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학교장 직인 날인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 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시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출기간 : 2020. 9. 23.(수) 09:00 ~ 10. 7.(수) 18:00 (방문제출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업무시간에 한함)

 ※ 제출서류는 2020. 9. 1.(화) 이후 발급한 서류(원본)에 한함

10. 동점자 처리기준

전형 1순위 2순위 3순위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경기실적

성적 우위자
면접고사

성적 우위자
고3 경기실적
성적 우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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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정원 외)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85명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문과 인문
사회

사회복지학과 3
심리학과 3

건강
과학

자연
과학

화장품식품개발학부 2
식품영양학과 2
스포츠과학과 2
의류산업학과 1
간호학과 5
물리치료학과 3
외식프랜차이즈학과 1

사범

인문
사회

교육학과 2
유아교육과 2
국어교육과 2
영어교육과 2
일어교육과 2

자연
과학

가정교육과 2
수학교육과 2

예체능
미술교육과 2
음악교육과 2
체육교육과 4

경영 인문
사회

경제금융학과 1
무역물류학과 1
경영학부 3
관광학부 2
경영정보학과 1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법정 인문
사회

행정학과 2
경찰학과 5
경호보안학과 2

공과
공학

기계공학부 3
전기공학과 2
전자공학과 2
신소재공학과 1
컴퓨터공학전공 1
소프트웨어전공 1
컴퓨터보안전공 1
정보통신공학과 2
건축학부 2
토목안전공학과 2
환경에너지공학과 2
소방방재공학과 2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2

예체능 산업디자인학과 1
합계 85

2. 지원자격

[유형Ⅰ]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읍・면)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본인 및 부모 모두가 거주(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한 자

[유형Ⅱ]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읍・면)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한 자

※ 농어촌 적용기준
①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 소재 학교
② [유형Ⅰ]의 지원자 재학기간과 지원자 및 부모 거주 충족 기간은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이며, 

[유형Ⅱ]의 지원자 재학기간과 지원자 거주 충족 기간은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임
③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도 농어촌으로 적용함
④ 2개 이상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학교이어야 함(동일지역이 아니어도 가능함)
⑤ 부・모・본인・학교의 소재지가 동일한 농어촌 지역이 아니어도 가능함
⑥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률상 이혼일 이전까지 부모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이혼일 이후부터 친권 또는 

양육권이 있는 부 또는 모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⑦ 부 또는 모가 사망(실종)인 경우, 법률상 사망(실종)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⑧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지원 불가함

※ 지원자 유의사항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취지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미충족자는 결격 처리 함
  [유형Ⅰ] ① 부모의 직장 소재지가 도시 지역인 경우(출・퇴근 가능 여부 확인)
          ② 지원자 중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부모 포함)
  [유형Ⅱ] 지원자 중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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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4. 전형방법

선발방법 선발비율
학교생활기록부(100%)

합계(100%)
교과성적(90%) 출결성적(10%)

일괄합산 100%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900 720 100 80 1,000 800

5. 선발방법
가. 합격자는 학생부 교과성적과 출결성적을 합산하여 총점 성적 순으로 선발하며,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열등하여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입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을 위한 계산식에는 소수점 셋째자리(넷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최종성적 산출을 위한 

계산식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활용합니다.
다. 본교에서 정한 지원자격에 미달되거나 지원절차를 위반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라. 최초합격자와 결격자를 제외하고 총점 성적순으로 예비순위를 부여하며,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순위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마. 충원합격자 등록 마감 이후 발생된 결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6.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유형Ⅰ]
지원자

①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1부 • 본교 지정 서식

②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학교장 직인 날인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 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③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학교장 직인 날인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명의 발급

⑤ 부・모・본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이 기재된 초본 발급

⑥ 부・모 이혼 또는 사망의 경우 추가서류
   - 이혼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망 : 부 또는 모의 말소자 초본 1부

•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 등의 서류 추가 제출

[유형Ⅱ]
지원자

①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1부 • 본교 지정 서식

②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학교장 직인 날인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 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③ 초등・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 학교장 직인 날인

④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이 기재된 초본 발급

최종등록자 중 
원서접수 시 
졸업예정자

[유형Ⅰ] 지원자 : 부・모・본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유형Ⅱ] 지원자 :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 고교 졸업일 이후 발급한 서류(원본)에 한함
•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이 기재된 초본 발급
• 2021. 2. 19.(금)까지 우편 및 방문 제출

 ※ 제출기간 : 2020. 9. 23.(수) 09:00 ~ 10. 7.(수) 18:00 (방문제출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업무시간에 한함)
 ※ 제출서류는 2020. 9. 1.(화) 이후 발급한 서류(원본)에 한함

7.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모든 계열
학생부 반영

교과성적 우위자
영어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국어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수학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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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정원 외)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16명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경영 인문
사회

경제금융학과 1
무역물류학과 1
경영학부 3
관광학부 2
경영정보학과 1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공과
공학

기계공학부 3
전기공학과 2
전자공학과 2

예체능 산업디자인학과 1
합계 16

2. 지원자격

특성화고 및 종합고의 실업과정 졸업(예정)자로서 본교에서 정한 모집단위와 동일계열(기준학과) 출신자 또는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단, 마이스터고,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함

3. 모집단위별 동일인정학과

대학 모집단위 교육과정의 기준학과

경영

경제금융학과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무역정보과, 상업디자인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회계정보과

무역물류학과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무역정보과, 상업디자인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회계정보과

경영학부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무역정보과, 상업디자인과, 수산양식과, 
유통정보과, 자영수산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해양생산과, 해양정보과, 
회계정보과

관광학부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관광과, 금융정보과, 무역정보과, 상업디자인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조리과, 콘텐츠개발과, 해양레저산업과, 회계정보과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무역정보과, 상업디자인과, 수산양식과, 
유통정보과, 자영수산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해양생산과, 회계정보과

공과

기계공학부
건축과, 금속재료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동력기계과, 섬유과, 
식품공업과, 영상제작과, 인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전자통신과, 조경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전기공학과
건축과, 금속재료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동력기계과, 섬유과, 
식품공업과, 영상제작과, 인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전자통신과, 정보처리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전자공학과
건축과, 금속재료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동력기계과, 섬유과, 
식품공업과, 영상제작과, 인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전자통신과, 정보처리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산업디자인학과
금속재료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상업디자인과, 섬유과, 실내디자인과, 영상제작과, 
의상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콘텐츠개발과

 ※ 상기 일람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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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5. 전형방법

선발방법 선발비율
학교생활기록부(100%)

합계(100%)
교과성적(90%) 출결성적(10%)

일괄합산 100%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900 720 100 80 1,000 800

6. 선발방법

가. 합격자는 학생부 교과성적과 출결성적을 합산하여 총점 성적 순으로 선발하며,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열등하여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입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을 위한 계산식에는 소수점 셋째자리(넷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최종성적 산출을 위한 

계산식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활용합니다.

다. 본교에서 정한 지원자격에 미달되거나 지원절차를 위반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라. 최초합격자와 결격자를 제외하고 총점 성적순으로 예비순위를 부여하며,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순위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마. 충원합격자 등록 마감 이후 발생된 결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7.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비대상고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학교장 직인 날인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 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출기간 : 2020. 9. 23.(수) 09:00 ~ 10. 7.(수) 18:00 (방문제출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업무시간에 한함)

 ※ 제출서류는 2020. 9. 1.(화) 이후 발급한 서류(원본)에 한함

8.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모든 계열
학생부 반영

교과성적 우위자
영어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국어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수학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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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정원 외)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49명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문과 인문
사회

사회복지학과 3
심리학과 3

건강
과학

자연
과학

화장품식품개발학부 2
식품영양학과 2
스포츠과학과 2
간호학과 4
물리치료학과 2

사범

인문
사회

교육학과 1
유아교육과 1
국어교육과 1
영어교육과 1
일어교육과 1

자연
과학

가정교육과 1
수학교육과 1

경영 인문
사회

경영학부 2
관광학부 1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법정 인문
사회

행정학과 2
경찰학과 4
경호보안학과 1

공과 공학

기계공학부 2
전기공학과 1
전자공학과 1
신소재공학과 1
컴퓨터공학전공 1
소프트웨어전공 1
컴퓨터보안전공 1
정보통신공학과 1
건축학부 1
토목안전공학과 1
환경에너지공학과 1
소방방재공학과 1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1

합계 49

2.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4. 전형방법

선발방법 선발비율
학교생활기록부(100%)

합계(100%)
교과성적(90%) 출결성적(10%)

일괄합산 100%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900 720 100 80 1,000 800

 ※ 검정고시출신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검정고시 평균성적을 본교의 산출식에 의해 산출하여 비교내신으로 적용함

 ※ 외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자 및 기타 학생부 교과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자는 최저점을 부여함

5. 선발방법

가. 합격자는 학생부 교과성적과 출결성적을 합산하여 총점 성적 순으로 선발하며,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열등하여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입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을 위한 계산식에는 소수점 셋째자리(넷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최종성적 산출을 위한 

계산식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활용합니다.

다. 본교에서 정한 지원자격에 미달되거나 지원절차를 위반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라. 최초합격자와 결격자를 제외하고 총점 성적순으로 예비순위를 부여하며,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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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경우 예비순위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마. 충원합격자 등록 마감 이후 발생된 결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6. 제출서류

구분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공통

•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비대상고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학교장 직인 날인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 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시 제출할 필요 없음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1부

• 자격에 해당하는 서류 1부 제출
• 수급 대상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 발급) 
1부 추가 제출

•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

• 자활근로자확인서 1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제출기간 : 2020. 9. 23.(수) 09:00 ~ 10. 7.(수) 18:00 (방문제출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업무시간에 한함)

 ※ 제출서류는 2020. 9. 1.(화) 이후 발급한 서류(원본)에 한함

7.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모든 계열
학생부 반영

교과성적 우위자
영어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국어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수학교과 전 과목

성적 우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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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1.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 교과성적 출결성적 계

모든 전형 90% 10% 100%

나. 학년별 반영비율

전형 1학년 2학년 3학년 활용지표

모든 전형 100% 석차등급

다. 반영방법

구분 반영방법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 3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성적을 반영함

 • 단위수는 반영하지 않으며, 등급을 점수화하여 반영함

 • 해당 반영과목 수가 부족한 경우는 이수한 과목만 반영함

2020년 2월

이전 졸업자

 • 3학년 2학기까지의 교과성적을 반영함

 • 단위수는 반영하지 않으며, 등급을 점수화하여 반영함

 • 해당 반영과목 수가 부족한 경우는 이수한 과목만 반영함

 • 과목석차의 경우 석차백분율(석차/재적수×100)로 등급을 구한 후, 등급을 점수화하여 반영함

 • 동석차는 중간석차 백분율을 반영함

 • 과목석차가 없는 경우 학년(계열)석차를 반영함

라. 반영과목

전형 모집단위 반영과목 수 반영과목

모든 전형 전 모집단위 10
• 국어・수학・영어교과 중 상위 8과목

• 사회(역사/도덕 포함)・과학교과 중 상위 2과목

 ※ 전문교과(영어, 과학) 포함, 제2외국어 제외

 ※ 고등학교 계열 관계없이 교차지원 가능하며, 반영과목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수한 과목만 반영함

 ※ 동일 교과 내 과목명이 같더라도 학기가 다른 경우 별도의 과목으로 인정함

 ※ 교과명이 다르더라도 반영과목에 해당할 경우 본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반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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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산출방법

가. 등급별 반영점수

등급 1 2 3 4 5 6 7 8 9

반영점수 100 96 89 77 60 40 23 11 0

나. 교과성적 산출계산식

  1) 졸업예정자

     : 교과 최저점(기본점수) + (교과 최고점- 교과 최저점) × {(등급별 반영점수의 합) / (과목수×100)}

  2) 졸업자

    가) 석차등급이 있는 경우

        : 교과 최저점(기본점수) + (교과 최고점- 교과 최저점) × {(등급별 반영점수의 합) / (과목수×100)}

    나) 석차등급이 없는 경우(석차백분율로 등급을 구한 후 교과성적 산출계산식에 의거 산출)

       ① 동석차가 없을 경우 : 석차백분율 = (석차/ 이수자수) ×100

       ② 동석차가 있을 경우 : 중간석차백분율 = [{석차 + (동석차 인원수 - 1) / 2} / 이수자수] × 100

  ※ 석차백분율별 등급

  

석차백분율
(%)

4이하
4초과 

~11이하
11초과 
~23이하

23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60초과 
~77이하

77초과 
~89이하

89초과 
~96이하

96초과 
~100이하

등급 1 2 3 4 5 6 7 8 9

  ※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을 위한 계산식에는 소수점 셋째자리(넷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최종성적 산출을 위한 

계산식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활용함

3.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성적 반영방법

가. 반영방법

  1) 전 학년의 출결상황을 반영하며, 출결상황의 결석일수 중 ‘미인정(무단)’ 결석일수만 반영합니다.

  2) 결석일수가 30일 이상인 자는 출결성적의 최저점을 부여합니다.

나. 산출계산식

   ▶ 출결 최저점＋(출결 최고점－출결 최저점) × (30－결석일수) / 30

4. 학교생활기록부 없는 자의 성적 반영방법

가. 검정고시 출신자

  1)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평균점수를 아래 산출식에 의거 계산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으로 반영합니다.

  2) 산출계산식 : 학생부 최저점+(학생부 최고점- 학생부 최저점) × {(검정고시 평균점수- 60) / 40}

나. 외국 고등학교 이수자 및 기타 학생부 교과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자는 최저점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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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산출 예시

[학생부교과(일반계고교전형)의 사회복지학과(인문사회계열)를 지원한 졸업예정자]

[학생부 출결상황]

학년 수업일수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

특기사항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1 191 1 1 ・ ・ 3 ・ ・ ・ ・ ・ ・ ・
2 191 ・ 1 ・ ・ ・ ・ ・ ・ ・ ・ ・ ・
3 170 ・ ・ ・ ・ ・ ・ ・ ・ ・ ・ ・ ・

[학생부 교과성적 - 1학년]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수강자수)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수강자수)

국어 국어 4 1(340) 4 5(336)
수학 수학 4 3(340) 4 4(336)
영어 실용영어Ⅰ 4 5(340) 4 4(336)

사회(역사/도덕포함) 사회 3 3(340) 3 2(336)
사회(역사/도덕포함) 한국사 2 3(340) 2 3(340)

과학 과학 3 4(175)
과학 생명과학Ⅰ 2 4(336)

기술·가정/제2외국어/
한문/교양 진로와직업 2 이수 2 이수

[학생부 교과성적 - 2학년]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수강자수)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수강자수)

국어 문학Ⅱ 5 3(336)
국어 문학Ⅰ 5 4(340)
수학 수학Ⅰ 4 2(182)
수학 미적분과통계기본 4 4(180)
영어 영어Ⅰ 5 3(340)
영어 실용영어Ⅱ 5 3(336)

사회(역사/도덕포함) 사회∙문화 2 3(182) 2 3(180)
사회(역사/도덕포함) 윤리와사상 3 4(182) 3 3(180)

과학 지구과학Ⅰ 2 2(182) 2 4(180)
재량 국어생활 2 3(182) 2 4(180)

기술·가정/제2외국어/
한문/교양 일본어Ⅰ 2 3(182) 2 2(180)

[학생부 교과성적 - 3학년]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수강자수)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수강자수)

국어 화법과작문Ⅰ 3 2(335)
국어 독서와문법Ⅰ 4 4(178)
수학 수학의활용 5 3(178)
영어 심화영어회화 6 4(335)

사회(역사/도덕포함) 경제 2 3(178)
사회(역사/도덕포함) 한국지리 2 4(178)
기술·가정/제2외국어/

한문/교양 일본어Ⅱ 2 2(178)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산출결과

1. 교과성적 산출식

  ① 학생부 교과성적 : (900 - 720) × {(100+89+89+96+89+89+96+89+96+96) / (10×100)} = 167.220

  ② 교과성적 : 720+167.220 = 887.22

2. 출결성적 산출식 : 80+ (100 - 80) × (30 - 2)/30 = 98.67

∴ 성적 산출결과 : 887.22+98.67 = 9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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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지원자 유의사항

1. 복수지원 허용 범위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

서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2. 복수지원 금지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합

니다(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취소됩니다.

3. 이중등록 금지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 시 다수의 대학에 납부할 수 없으며(하나의 대학에만 납부하여야 함), 수시모집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예치금 납부 이후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 시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자는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가 타 대학에 충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 본교의 합격취소 및 등록금 환불 요청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포기 및 환불시스템’에서 직접 신

청하여야 합니다.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 금

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대학별 입학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사항을 전산 검색하여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5. 입학한 후에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과 대학의 학칙 및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 취소 등 적정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6.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는 입학 취소 후 3년 동안 본교에 

지원/입학할 수 없습니다.

7. 대학 입학전형을 위하여 본교에 제출한 서류는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과 관련된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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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서접수 이후 연락처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본교 입학처(055-249-2000)로 연락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9. 입학한 첫 학기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 또는 군입대로 인한 휴학은 가능합니다.

10. 장애수험생이 면접 또는 실기고사 응시과정에서 별도의 배려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고사일 이전에 

입학처(055-249-200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본교에서는 봉사도우미 및 학내 이동 차량 지원 등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경남대학교는 대학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교정보(최종학력, 고교명, 졸업연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연락처, e-mail,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환불계좌번호,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의 입학, 학사, 장학, 통계 업무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안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대상교 출신 지원자의 경우 본교에 입학원서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학교

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전형의 모집단위 

지원자, 신입생 장학금 선발 대상자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 지원자 및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의 경우 원서접수 완료 

후 서류제출 기간 내 지원한 전형별 제출서류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검정고시출신자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을 원하는 지원자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 홈페이지(www.neis.go.kr)
에서 본인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자료를 확인하고 온라인 제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확인).

   ※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을 발급한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홈페
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

□ 입학원서 작성 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 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온라인 제출 신청
한 지원자는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자료 제공에 동의한 지원자도 인터넷 원서접수 시 직접 제출 가능합니다(우편 또는 방문).

□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2015년도 1회차 ~ 2020년 1회차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이며, 2014년도 이전 
및 2020년도 2회차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를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할 경우 온라인 제공이 되지 않
으므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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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1.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가. 본교에 등록하였으나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포기 사유 발생 즉시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등록포기 및 환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환불신청기간

   1) 등록확인예치금 환불신청 : 2020. 12. 31.(목) 09:00 ~ 2021. 1. 4.(월) 20:00까지

   2) 등록금 환불신청 : 2021. 2. 11.(목) 09:00 ~ 2. 18.(목) 20:00까지

다. 등록포기 및 환불 절차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s://ipsi.kyungnam.ac.kr)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 클릭

▶
로그인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 입력)

▶
본인 인증

(휴대폰 SMS 인증)
▶

환불 받을
금액 확인

▶

환불 포기사유 및
환불 받을 계좌번호 확인

▶
환불신청 완료

(SMS발송)
▶

입학처
확인 및 승인

▶ 환불 처리

2. 유의사항

가. 등록(확인예치)금 환불신청 완료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신청하기 바랍니다.

나.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등록포기 사유 발생 즉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다. 학기 개시일(2021. 3. 1.) 이후 환불을 원할 경우 납부한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은 전액 환불되지 않으며, 「대

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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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전형료

1. 전형료

전형명 전형료
원서접수
수수료

결제금액
1단계

불합격자
환불금액

비고

학생부교과(일반계고교전형) 20,000원

5,000원

25,000원 -

학생부교과(한마인재전형) 40,000원 45,000원 20,000원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 20,000원 25,000원 -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20,000원 25,000원 -

학생부교과(체육교육과전형) 55,000원 60,000원 -

학생부교과(군사학과전형) 85,000원 90,000원 65,000원

학생부교과(사회배려자전형) 10,000원 15,000원 -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38,000원 43,000원 -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20,000원 25,000원 -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20,000원 25,000원 -

학생부교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 5,000원 - 전형료 면제

 ※ 결제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에서 제공하는 결제서비스 방식 중 본인이 선택하여 결제함

 ※ 1단계 불합격자는 입학원서 작성 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환불금액을 환불하며, 1단계 합격자 중 2단계 전형 

결시자는 환불하지 않음(계좌번호 등의 입력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임)

2. 전형료 환불

가. 해 당 자 : 모든 전형 지원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나. 환불금액 : 접수 수수료(5,000원)을 제외한 전형료 환불

다. 신청방법 : 원서 접수 시 ‘전형료 환불계좌’를 작성하고, 2020. 10. 7.(수)까지 해당 서류 제출(이후 환불 불가)

라. 제출서류 :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마. 전형료 환불 원칙

  - 접수된 제출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 및 환불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환불(반환)합니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6. 해당 전형의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학입학전형에서 제외된 경우(최저학력기준 미달자 및 
서류미제출자 제외)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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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형료 비례 반환

  -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될 경우에 한하여 

2021. 4. 30.(금)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

  -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지원자가 입력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본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

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합니다. 단,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Ⅸ 대학생활 안내

1. 신입생 장학제도

장학종별 선발기준 수혜내역 비고

한마장학
(수시/정시)

ㆍ수능 국어, 수학(가/나), 영어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인 자

ㆍ4년간 등록금 전액
ㆍ해외연수경비 지원(재학중 2회)

ㆍ수시모집 지원자 중 해당자는 수능 
성적표를 입학처로 별도 제출하여야 
함(수능 성적표 제출자는 수능 온라인제공 
동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ㆍ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B+ 이상
  (다만, 3개 학기 이상 성적 미달 시에는 

자격 상실)
ㆍ정원 외 특별전형 제외

정시모집
입학성적
우수장학

A급 ㆍ모집단위별 입학성적이 상위 10% 이내이면서 
수능반영성적(3개 영역) 등급의 합이 8이내인 자

ㆍ1년간 등록금 전액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B 이상)
ㆍ해외연수경비 지원(재학중 1회) ㆍ수능 등급은 해당 모집단위별  

수능반영방법을 적용함
ㆍ군사학과 제외
ㆍ정원 외 특별전형 제외

B급 ㆍ모집단위별 입학성적이 상위 20% 이내이면서 
수능반영성적(3개 영역) 등급의 합이 9이내인 자 ㆍ입학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C급 ㆍ모집단위별 입학성적이 상위 30% 이내이면서 
수능반영성적(3개 영역) 등급의 합이 10이내인 자 ㆍ입학 해당학기 수업료 1/2

수시모집
입학성적
우수장학

A급 ㆍ전형별 단과대학별 입학성적이 상위 5% 이내인 자
ㆍ1년간 등록금 전액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B 이상)
ㆍ해외연수경비 지원(재학중 1회) ㆍ군사학과 제외

ㆍ체육특기자전형 제외
ㆍ정원 외 특별전형 제외

B급 ㆍ전형별 단과대학별 입학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자 ㆍ입학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ㆍ해외연수경비 지원(재학중 1회)

C급 ㆍ전형별 단과대학별 입학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자 ㆍ입학 해당학기 수업료 1/2
D급 ㆍ전형별 단과대학별 입학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자 ㆍ입학 해당학기 수업료 1/3

정원외
특별전형

장학

A급

ㆍ농어촌학생전형 및 특성화고동일계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의 합격자 중 입학성적이 각각 
상위 10% 이내인 자(수시모집에 한함)

ㆍ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급여수급자전형 합격자

ㆍ입학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및 이후 
7학기간 매학기 수업료 100만원(단,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급여수급자전형 
합격자는 입학 해당 학기 이후부터 
본교의 복지장학(희망장학)을 적용함)

ㆍ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B 이상

B급 ㆍ농어촌학생전형 및 특성화고동일계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의 합격자 ㆍ4년간 매학기 수업료 100만원

특별공로
장학

A급

ㆍ학교 발전을 위하여 크게 공헌하거나 학교 명예를 
크게 드높인 자 또는 그 자녀

ㆍ그 밖에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ㆍ선발 시 별도 기준에 의함

B급
ㆍ한마학원 또는 경남대학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던 

교(임)직원으로서 학교법인 한마학원의 자매재단 또는 
법인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자의 자녀

ㆍ4년간 수업료 2/3 ㆍ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 이상

체육특기자
장학

A급 ㆍ체육특기자 중 특기실적이 매우 우수한 자 ㆍ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ㆍ해당학기 학사경고자는 제외함B급 ㆍ체육특기자 중 특기실적이 우수한 자 ㆍ해당학기 수업료 전액

C급 ㆍ체육특기자 중 특기실적이 양호한 자 ㆍ해당학기 수업료 1/2
공로
장학 ㆍ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ㆍ30만원 내지 80만원 ㆍ이중수혜 가능

교직원장학
ㆍ한마학원 산하의 교(임)직원의 자녀
ㆍ한마학원 산하의 교(임)직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의 자녀
ㆍ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ㆍ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 이상

한마육성장학 A급 ㆍ한마학원 법인의 자매 재단 또는 법인에 재직 중인 
자의 자녀 ㆍ해당학기 수업료 30% ㆍ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 이상

복지
장학

희망
장학

A급 ㆍ본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소득분위 0분위 자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기초) ㆍ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ㆍ신입생 : 최초학기부터 적용

ㆍ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B 이상

B급
ㆍ본인 차상위계층
ㆍA급을 제외한 본인 기초생활수급자(C+ ~ B 미만)
ㆍ소득 1분위 자(한국장학재단 자료에 기초)

ㆍ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내
  100만원

ㆍ신입생 : 최초학기부터 적용
ㆍ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 

이상

C급 ㆍ소득 2분위 자(한국장학재단 자료에 기초) ㆍ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내
  50만원

ㆍ신입생 : 최초학기부터 적용
ㆍ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 

이상

D급 ㆍ기타 가정형편 곤란 학생으로서 별도 기준에 의거 
선발된 자 ㆍ선발 시 별도 기준에 의함

SOS ㆍ긴급 가계 곤란 학생으로서 별도 기준에 의거 선발된 
자 ㆍ해당학기 생활비 200만원

나눔
장학

A급 ㆍ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학생(기존 1~3급) ㆍ해당학기 수업료의 1/2 ㆍ신입생:최초학기부터 적용
ㆍ재학생: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 이상

B급 ㆍ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학생(기존 4~6급) ㆍ해당학기 수업료의 1/4 ㆍ신입생:최초학기부터 적용
ㆍ재학생: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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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함
 ※ 신입생 장학 중 성적 기준에 따른 장학은 최초합격자를 기준으로 선발하며 승계하지 않음
 ※ 장학금의 지급 기준 및 수혜내역은 본교 장학금지급규정 및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학금은 이중수혜 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는 본교 장학금지급규정 및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인정함

2. 학자금 대출

대출종류 대출대상 대출금액 대출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구소득 8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및 
직전학기 평점 1.88이상, 12학점 이상 취득

등록금 이내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연 2.0%, 변동금리)

취업 등 소득발생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구소득 9분위 이상 및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직전학기 평점 1.88이상, 12학점 이상 
취득)

등록금 이내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연 2.0%, 고정금리)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어촌출신 대학생(부모가 농어촌지역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학생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 및 직전학기 평점 1.88이상, 12학점 
이상 취득

등록금 이내
(무이자)

거치, 상환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신청자 유형에 따라 최장 
거치 10년, 최장 상환 10년)

※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입학하는 첫학기에 한해서는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방학 중 공고,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를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및 경남대학교 홈페이지(www.kyungnam.ac.kr) 장학공지 참고

장학종별 선발기준 수혜내역 비고

보훈
장학

보훈본인 ㆍ보훈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본인 ㆍ4년간 등록금 전액
보훈자녀 ㆍ보훈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ㆍ4년간 등록금 전액 ㆍ직전학기 성적 평점 70점 이상

가족
장학

3인재학장학 ㆍ배우자 및 직계가족 내에서 본교 학사과정에 3명 
이상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ㆍ1명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

2인재학장학 ㆍ배우자 및 직계가족 내에서 본교 학사과정에 2명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ㆍ2명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내
  각 50만원

한마동문장학 ㆍ부 또는 모가 본교 정규 학사과정을 졸업한 동문의 
자녀로 본교에 신입학한 자

ㆍ입학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내
  100만원 ㆍ신입생에 한함

외국어능력
우수입학장학

A급
ㆍOPIc AL, TOEIC Speaking 8급(190~200), TOEIC 

900점, TOEFL(IBT 101점), TEPS 848점, JPT 900점, 
HSK 6급(180~) 이상인 자

ㆍ200만원
ㆍ신입생에 한함
ㆍ재학생은 재학중 취득한 외국어성적으로 

‘외국어능력우수장학’ 신청 가능함
ㆍ외국인 학생 제외
ㆍ이중수혜 가능

B급
ㆍOPIc IH, TOEIC Speaking 7급(160~180), TOEIC 

800점, TOEFL(IBT 88점), TEPS 729점, JPT 800점, HSK 
5급(195~) 이상인 자

ㆍ150만원

C급
ㆍOPIc IM, TOEIC Speaking 6급(130~150), TOEIC 

700점, TOEFL(IBT 72점), TEPS 595점, JPT 700점, JLPT 
1급, HSK 4급(210~) 이상인 자

ㆍ100만원

군사학장학

A급 ㆍ수능 3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의 합이 7이내인 자 ㆍ4년간 등록금 전액 ㆍ군사학과에 한함
ㆍA급: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 A 이상
ㆍB·C급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B+ 이상
ㆍ수학 가형 응시자는 해당 영역의 등급을 

1등급 상향하여 적용함
ㆍ수시모집 지원자 중 해당자는 수능 

성적표를 입학처로 별도 제출하여야 
함(수능 성적표 제출자는 수능 온라인 
제공 동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B급 ㆍ수능 3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의 합이 10이내인 자 ㆍ4년간 수업료 1/2

C급 ㆍ수능 3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의 합이 12이내인 자 ㆍ4년간 수업료 1/4



2. 학사제도
가. 전과

입학한 학과(부)가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학생은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2학기 중에 전과신청을 

하여 소속학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소속변경(전입과 전출)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단, 사범대학 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군사학과로의 전입과 체육특기자의 소속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전공과정 이수

  1) 전공이수 방법

    입학한 학과(부)에 설치된 기본전공과정 또는 심화전공과정을 주전공으로 이수해야 하며, 기본전공과정을 주전

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타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거나 교직과정(사범대, 교직설치 전공)을 이수해야 합

니다.

    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1학년 과정을 마치고 학부 내에 설치된 전공 중에서 주전공으로 선택하여 이수하며, 3학

년 2학기까지는 학부 내에서 주전공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1학년 과정을 마치고 희망하

는 학과(부)를 선택하여 전공과정을 이수합니다.

  2) 복수전공 이수

    주전공 외의 타 전공과정을 이수하여 추가로 전공을 인정받는 제도로서, 1학년 2학기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신

청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복수전공은 타 전공과정의 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단, 사범대학 학

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복수전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범대 학생과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은 사범대학의 타 전공 또는 다른 교직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전공 이수

    주전공 외의 타 전공과정을 이수하여 추가로 부전공을 인정받는 제도로서, 1학년 2학기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부전공은 타 전공과정의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단, 사범대학 학

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부전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 융복합형 전공과정

학과(부)에 설치된 전공과정 외에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을 복수전공/부전공 또는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연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부) 및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과정으로 복수전공/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

으며, 융합전공은 다수의 전공을 융합하여 설치한 전공과정으로 복수전공/부전공뿐만 아니라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생설계전공은 학생이 본인의 희망진로에 맞는 전공을 지도교수와 함께 만들어 이수하는 전공과정으로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라. 교직과정

사범대학에 입학한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 학생으로 선발되어,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면 중등학교정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등의 교원자

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 학・석사연계과정

학사과정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과정으로 수업연한(학부과정 3.5년+석사과정1.5년)을 

단축하여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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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부)(전공)

단과
대학

학과 자격종별 표시과목 입학정원
단과
대학

학과 자격종별 표시과목 입학정원

사범
대학

교육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교육학 30

사범
대학

가정교육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가정 30

유아교육과 유치원정교사(2급) 40 수학교육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수학 40

국어교육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국어 40 미술교육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미술 40

영어교육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영어 40 음악교육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음악 40

일어교육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일본어 30 체육교육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체육 70

계 400

 ※ 본교의 교육조직 개편에 따라 입학정원이 변경될 수 있음

 ※ 교직과정 : 2020학년도 모집단위 기준 교육부 승인 결과

단과대학 설치학과(부)(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승인정원

문과대학

역사학과 역사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역사 3

중국학과 중국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중국어 4

심리학과 심리학전공 전문상담교사(2급) - 4

사회학과 사회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일반사회 2

건강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전공 영양교사(2급) - 4

경영대학

경제금융학과 경제금융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일반사회 2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상업 1

회계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상업 3

법정대학

법학과 법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일반사회 3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일반사회 2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일반사회 3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기계로봇설계공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기계 2

기계시스템공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기계 2

전기공학과 전기공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전기 2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정보・컴퓨터 2

소프트웨어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정보・컴퓨터 2

계 41

※ 본교의 교육조직 개편에 따라 학과(부) 및 전공 명칭과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 본교의 학과(부) 운영 계획 및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일부 교직과정이 폐지될 수 있음

※ 학사제도의 내용은 규정 변경 또는 제도 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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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리더를 위한 특성화 교육
가.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1) 교환학생(9개국)
     - 영미권 8개 대학 : 미국 3, 독일 1, 프랑스 1, 홍콩 1, 카자흐스탄 1, 몽골 1
     - 중화권 21개 대학 : 중국 16, 대만 5
     - 일어권 10개 대학 : 일본 10
  2) 자매결연(27개국, 129개 대학)
     - 나이지리아, 대만,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미국, 베트남, 북한, 불가리아, 

스페인, 에티오피아, 영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홍콩), 카자흐스탄, 캐나다, 태국, 터키, 
프랑스, 필리핀, 헝가리

나. 국제처 언어문화연수 프로그램
  1) 필리핀 영어연수 : De La Salle Araneta University
  2) 미국 연수 : FDU(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UNF(University of North Florida)
  3) 중국 연수 : 자매 대학
  4) 일본 연수 : 야마구치현립대학, 호쿠리쿠대학

다. 보건복지관광 특성화학과 해외연수
  간호학과, 관광학부, 물리치료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생 대상으로 매년 하계 방학 중 2~3주간 해외(미국, 호주, 일

본) 선진 의료기관 및 시설을 방문하여 선진국 의료복지의 학문적 실천적 지식 함양의 기회를 제공함

라. 해외비즈니스체험단
  1) 글로벌 비즈니스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해외 비즈니스체험단 모집 및 파견
     (하계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동계 : 홍콩, 마카오, 베트남 등)
  2) 소액무역, 해외시장조사, KOTRA 방문 및 특강, 대학 방문, 해외문화체험, 한국 알리기 행사, K-POP 퍼포먼스 

등의 활동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 및 자신감 함양

마. 국제처 프로그램 및 외국어 집중교육
  1) 글로벌한마 프로그램
    해외 자매대학생을 초청하여 하계방학 중 3주간 본교에서 한국어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함. 주말에는 

서울 및 지역의 명승고적을 탐방하고, 본교에서는 도우미학생을 선발하여 기숙사에서 외국학생들과 같이 숙식하
며 외국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글로벌 리더십을 기르는 기회를 제공

  2) 글로벌버디 프로그램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학생과 한국학생이 1:1로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학생의 한국생활과 학업

을 도와주고, 한국학생은 외국인학생으로부터 해당국의 외국어를 습득하고 서로의 만남을 통해 양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바. 외국어 집중 교육(교과, 비교과)
  어학교육 부설기관인 국제어학센터에서는 외국어실력 향상을 위해 학부 정규과정의 영어 및 외국어과목 뿐만 아

니라, 비교과 어학강좌 수강을 통해 외국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준별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개설
강좌: 원어민 영어회화반, 토익기초반, 토익스피킹반, 담임체제 토익 집중반, 해외유학생을 위한 토플반, 일본어반, 
중국어반, 고급회화 또는 일본어, 중국어 급수 취득을 위한 소그룹 지도반, 신입생을 위한 신입생 특별영어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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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학버스
가. 부산, 김해, 진주, 밀양 등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음

나. 운행노선 및 요금안내(노선 및 요금은 변경될 수 있음)

노선 요금(원) 정차지역

밀양

밀양 3,350 밀양역/기산마을

하남 2,000 수산 양동오거리

대산 1,550 대산고교 버스정류소

진영 1,200 경남단감농협/진영농협서부지점/중흥S클래스/삼거리주유소

진주

진주 2,650 한화생명/개양오거리

문산 1,900 문산사거리

가야 1,200 함안시외버스터미널 뒤편 함안대로변

부산
김해

부산 1,950 부산 강서구청 지하철역/사상(기차)역

김해 1,550 구산동 육거리 베스킨라빈스/김해시청(차량등록사업소)/김해경원고 정문 맞은편

장유 1,450 장유1동 주민센터(국민은행 맞은편)

율하 1,450 e-편한세상 후문

거제
옥포 6,650 옥포 롯데마트 앞 버스정류장

고현 5,900 고현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통영
고성

통영 3,950 무전동 구)통영소방서 앞(경유)

고성 2,750 고성 파머스마켓(경유)

양산 양산 2,200 양산종합운동장 차량등록소

진해
용원

용원 1,350 용원 농협하나로 신항지점

진해 720 자은동 벚꽃아파트 승강장(경유)/경화역

▷ 노선 및 승차시간, 요금은 통학버스 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운행기간 : 학기 중에만 운행하며, 방학 중에는 운영하지 않음
▷ 승차방법 : 캐시비카드를 승차 시 통학버스 단말기에 인식 후 탑승(신용카드, 현금 불가)
▷ 문의처 : 학생지원팀(한마관 1층)<055-249-2498>

5. 기숙사(한마생활관)
가. 모집인원(모집인원의 60% 신입생 배정)

구분
모집인원

비고
남 여 계

신입생 463 450 913 • 기본 2인 1실(일부 3∙4인실)
• 제1한마생활관 A,B,C동(남학생, 외국인 포함)
• 제2한마생활관(여학생, 외국인 포함)
• 제3한마생활관(여학생)
• 군사학과(남) 전용 아파트
• 가포야구부 숙소(남)

재학생 386 300 687

계 849 750 1,599

나. 주요시설 : 휴게실, 독서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세탁실, 다림방, PC룸, 당구장, 게임장, 편의점 등

다. 입사기간 : 입학하는 당해 학년도 거주를 원칙으로 함(방학기간 제외)

※ 문의처 : 한마생활관 행정지원팀(제1한마생활관 C동 1층)<055-249-2261, 2774>

※ 한마생활관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dorm/main/



52_ 경남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모집요강

6. 학내 연락처
가. 주요 행정부서

055-249-내선번호

업무 담당부서 내선번호 업무 담당부서 내선번호

입학 안내 입학관리팀 2000 수강신청 학사관리팀 2027, 2480, 2489

등록금 수납 재무회계팀 2475 휴・복학 학사관리팀 2495

교내장학 장학복지팀 2033 전과・부복수전공 학사관리팀 6411

국가장학 장학복지팀 2035 증명서 발급 학사관리팀 2494

학자금대출 장학복지팀 2036 교직 이수 교직팀 2025

기숙사 한마생활관 2260, 2261, 2774 사이버강좌 교수학습센터 2931, 2816

국제교류 국제교류팀 2969, 2221, 2299 외국어교육 국제어학센터 6356

나. 학과(부)
055-249-내선번호

단과대학 학과(부) 내선번호 단과대학 학과(부) 내선번호

문과대학

한국어문학과 2106

경영대학

경제금융학과 2407

무역물류학과 2406, 2423역사학과 2147

경영학부 2203, 2418, 2581, 2567영어학과 2116
관광학부 2559, 2444중국학과 2140
경영정보학과 2469, 2445

문화콘텐츠학과 2154, 2125

법정대학

법학과 2516
사회복지학과 2173, 2118

행정학과 2519
심리학과 2180

경찰학과 2511, 2904
사회학과 2179

정치외교학과 2532

건강과학
대학

화장품식품개발학부 2683, 299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552, 2545
식품영양학과 2206, 2292 경호보안학과 2529, 2569

스포츠과학과 2255, 2204 군사학과 2544

의류산업학과 2228, 2237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2607, 2625, 2838
2626, 2617

간호학과 2276, 2272
전기공학과 2637, 2837, 2839

물리치료학과 2830
전자공학과 2638, 2836

작업치료학과
신소재공학과 2165, 2692

외식프랜차이즈학과 2588
컴퓨터
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2274, 2209, 2647

사범대학

교육학과 2306, 2351 소프트웨어전공

유아교육과 2317, 2320 컴퓨터보안전공

정보통신공학과 2943, 2213국어교육과 2324

건축학부 2674, 2682영어교육과 2331
토목안전공학과 2665, 2664일어교육과 2338
환경에너지공학과 2244, 2954

가정교육과 2345, 2354
소방방재공학과 2656, 2271

수학교육과 2356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2700, 2463

미술교육과 2374, 2379 산업디자인학과 2930, 2251
음악교육과 2341, 2382 교양융합

대학

자유전공학부 2155

체육교육과 2363, 2373 교양융합대학(교양강좌) 6376, 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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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제출서류 양식

2021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사회배려자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모집단위
(지원학과)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6자리)

지원자격
구분

해당 지원자격에 체크(✔) 표시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6・18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 지원 순직・공상 군경(공무원) 및 그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 만학도(2021년 3월 1일 기준 만30세 이상인 자)
□ 1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녀(장교 및 부(준)사관)
□ 15년 이상 장기복무 경찰(교도관 포함) 자녀 및 소방공무원 자녀
□ 환경미화원 자녀
□ 청백리상 수상자 자녀
□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 선・효행상, 봉사상 수상자
□ 전교회장, 부회장, 부장, 차장 / 학년장, 부학년장 / 학급반장, 부반장
□ 다문화 자녀
□ 다자녀가정 자녀(3자녀 이상)

본인은 귀 대학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부교과(사회배려자전형) 대상자임을 확인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지원자격 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2020년     9월      일

작성자 :                      (인)

경남대학교총장 귀하

※ 이 서식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yungnam.ac.kr) 수시모집 입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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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모집단위
(지원학과)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6자리)

초⋅중⋅
고교

소재지 및

재학기간

학교명 재학 당시 소재지 재학기간(년.월.일)

초등학교 도(시)      시/군     읍(면)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중학교 도(시)      시/군     읍(면) ~

중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도(시)      시/군     읍(면) ~

고등학교 ~

고등학교 ~

지원유형

6년

□
[유형Ⅰ]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읍・면)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본인 및 부모 모두가 거주(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하였음을 확인함

12년

□
[유형Ⅱ]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읍・면)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하였음을 확인함

보호자 직장 소재지 정보 ※ [유형Ⅰ] 지원자만 작성함

관계 직장명 직장 소재지 근무기간

부

모

본인은 귀 대학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대상자임을 확인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지원자격 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2020년     9월      일

작성자 :                      (인)

경남대학교총장 귀하

※ 이 서식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yungnam.ac.kr) 수시모집 입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2021학년도2021학년도
경남대학교경남대학교경남대학교
학과(부) 안내학과(부) 안내학과(부) 안내

문과대학
College of Liberal Arts

56

건강과학대학
College of Health Sciences

60

사범대학
College of Education

64

경영대학
College of Business

69

법정대학
College of Law and Politics

72

공과대학
College of Engineering

76

교양융합대학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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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대학
College of Liver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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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대학]

한국어문학과
문의전화 : 055-249-2106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korean/

한국어문학/한국어교육의 지역 최고 인재 육성 ■ 졸업 후 진로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
• 학원 경영, 학원 강사, 각종 글쓰기 강사
• 시인,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 출판인, 언론인
• 학계(교수, 교사, 연구원)

■ 학과소개

• 정규 학부 과정에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과정을 개설하
여 운영하는 것은 경남에서 우리 학과가 유일하다. 우리 
학과는 한국어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지역 최고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자격증 
과정과 지역 최고의 한국어문학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일반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 학과 관련 자격증

• 한국어교원 자격증(2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한자능력검정시험

[문과대학]

역사학과 교직

문의전화 : 055-249-2147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history/

역사학도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갖춘 인재 양성 ■ 졸업 후 진로

• 국공립 박물관 학예연구사, 기록연구사
• 중등교사, 각종 교육기관
• 역사전문기자, 역사채널PD
• 출판사, 기업, 공무원
• 문화재조사 국공립 연구소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품성과 자질을 갖춘 전문인 양성
   -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전문가 양성
   - 역사적 통찰력을 지닌 사회지도자 양성
• 교육과정

   - 기록관리연구원 양성모듈
   - 역사문화 콘텐츠 전문가 양성모듈
   - 박물관학예사 및 문화재조사연구원 양성모듈

■ 학과 관련 자격증

• 학예연구사
• 문화해설사
• 한국사능력시험
• 중등학교 정교사(2급)(역사)

[문과대학]

영어학과
문의전화 : 055-249-2116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english/

전문직에 적합한 고도의 영어 구사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 졸업 후 진로

• 관광안내원, 통번역가
• 학원강사
• 은행원
• 출판사, 기업, 공무원
• 항공사 승무원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 영어 실력을 

갖춘 인재 양성
   -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영어 의사소통 및 

표현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 교육과정

   - 실용영어 중심 교육과정

■ 학과 관련 자격증

• 관광통역안내사
• 통번역사
• 무역영어
• 여행안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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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대학]

중국학과 교직

문의전화 : 055-249-2140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china/

최고의 비즈니스 특화형 중국 전문인재 양성 ■ 졸업 후 진로

• 무역회사 및 중국 관련 컨설팅업체
• 중고등학교 교사, 한국어 교원, 각종 교육기관
• 항공사, 조선회사, 호텔, 면세점, 중국 관련 기업
• 대사관, 영사관, 시관, 출입국관리국 등 공무원
• 통역사, 번역사, 여행사, 관광가이드, 유학원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우수한 중국어 능력과 해박한 중국 관련 지식을 갖춘 

중국 전문인재 양성
 • 교육과정
   - 중국어, 중국어교육, 중국문화, 중국비즈니스, 중국경제, 

중국법률, 중국관광 등
 • 비교과 교육과정
   - 중국어 Speech Contest

■ 학과 관련 자격증

• 중등학교 정교사(2급)(중국어)
• HSK, 관광통역안내사
• 통역사, 번역사, 국제무역사, 유통관리사

[문과대학]

문화콘텐츠학과
문의전화 : 055-249-2154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cont/

문화콘텐츠 분야를 선도할 현장형 인력 교육 ■ 졸업 후 진로

• 공연예술기획 전문가(공연예술기획/연출, 문화행정, 무대예
술전문인(무대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 배우, 가수 등)

• 디지털미디어 관련 전문가(촬영, 편집, PD, 디자인, 크리에
이터 등)

• 문화콘텐츠창작 전문가(기획자, 문화콘텐츠 개발 등)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문화콘텐츠(기획, 스토리텔링, 디지털콘텐츠, 공연제작) 

전문 인재 양성
 • 교육과정(모듈)
   - 그래픽아트, 모바일/웹, 모션그래픽, 실용예술, 

콘텐츠기획제작기술, 인터렉티브미디어, 비디오프로덕션

■ 학과 관련 자격증

• 문화예술사 자격증
• GTQ(포토샵, 일러스트)
•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무대, 음향, 조명)
• 디지털영상편집

[문과대학]

사회복지학과
문의전화 : 055-249-2118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wel/

사회복지전문가 양성하는 적재적소 취업 공동체 ■ 졸업 후 진로

•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 공무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 자격 필수)
• 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관, 노인 및 장애인 시설 등)
• 의료기관(대학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 대학원 및 특수 진로(학교, 군대, 국제사회복지 등)

■ 학과소개

• 학생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으로 진로 로드맵 실행
• 122개 가족회사(사회복지기관)와 실습 및 취업 협력
• 해외 연수 및 1인 1동아리 활동
• 경남대학교 운영 사회복지기관 실습 및 참여
• LINC+사업(사회맞춤형트랙, 산학협력협의체)

■ 학과 관련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및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의료사회복지사
• 학교사회복지사
• 건강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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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대학]

심리학과 교직
문의전화 : 055-249-2180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psychology/

심리학자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 ■ 졸업 후 진로

• 임상심리사, Wee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 전문상담교사
• 리서치/광고/마케팅/컨설팅, AI 개발 & 연구
• 법원, 경찰서, 공공기관, 공공정책 평가 연구
• 기업(인사 담당분야), 언론/방송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심리학의 기초 지식 함양 및 응용, 심리학 현장 전문가 

양성, 심리학의 사회적 공헌 확대
• 세부전공
  - 사회공동체 심리, 임상상담발달 심리, 인지공학 심리
• 비교과 교육과정
  - 졸업생특강, 심리학과 콜로키움

■ 학과 관련 자격증

• 전문상담교사(2급)
• 범죄심리사
•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 사회조사분석사, 발달심리사, 코칭심리사

[문과대학]

사회학과 교직
문의전화 : 055-249-2179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sociology/

도전하는 힘, 사회학적 상상력 ■ 졸업 후 진로

• 소셜리서치, 마케팅전문가, 홍보매니저
• 미디어 심층 탐사보도
• 도시재생 및 도시정책 전문가
• 다문화사회 전문가, 빅데이터 조사분석가
• 논픽션 에디터, 출판전문가, 문화 및 이벤트 기획자

■ 학과소개

•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갖춘 교양인 
양성

• 지역사회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지역 지도자 양성
•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에 맞는 전문성과 국제 감각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혁신을 주도할 융복합 인재 양성

■ 학과 관련 자격증

• 빅데이터 분석 및 사회조사분석 관련 자격증
• 도시재생전문가 관련 자격증
• 법무부 인증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증
• 사회혁신, 공공정책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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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대학]

화장품식품개발학부
(화장품공학전공, 식품개발학전공)

문의전화 : 055-249-2683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food/

■ 졸업 후 진로
지식과 인성을 갖춘 화장품・식품개발전문가 
양성

• 화장품, 식품, 생명 산업 분야
• 공무원 및 국공립연구소
• 전문연구기관
• 교육계
• 관련 분야 창업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전문지식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화장품・식품개발전문

가의 양성
 • 교육과정
   - 화장품학, 식품개발학 전공 과목으로 구성
 • 비교과 교육과정
   -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등

■ 학과 관련 자격증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 조향사 1, 2, 3급
• 식품기사, 생물공학기사, 환경기사
• 위생사

[건강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직
문의전화 : 055-249-2206, 2292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nut/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미래 영양사 양성 ■ 졸업 후 진로

• 단체급식영양사, 영양교사, 임상영양사
• 식품 및 영양 연구소의 연구원
• 보건소 영양사, 보건교육사, 건강상담사
• 보건 및 식품위생직 공무원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푸드스타일리스트

■ 학과소개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미래 영양사 
양성」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인재상(바른 인성을 
갖춘 교양인,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융합인)을 갖춘 전문인 양성을 위해 
노력

• 영양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비교과교육과정, 
융복합연계전공(식품외식산업학) 교육과정 운영

■ 학과 관련 자격증

• 영양사 • 식품기사 • 조리사
• 임상영양사 • 제과기능사 • 보육교사
• 영양교사(2급) • 보건교육사
• 위생사 • 제빵기능사

[건강과학대학]

스포츠과학과
문의전화 : 055-249-2204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spo/

스포츠과학 분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인재 양성 ■ 졸업 후 진로

• 보건소, 스포츠센터, 기업운동처방실
• 경남체육회와 시·군체육회 직원 및 지도자
• 재활병원, 노인체육, 노인요양시설, 복지시설
• 교육대학원(교사자격증), 일반대학원(석∙박사 취득)
• 일반공무원(경찰, 해양경찰, 소방)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스포츠 이론과 실제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체육지도자(스포츠재활∙운동처방 전문가) 양성

■ 학과 관련 자격증

• 생활스포츠지도자, 전문스포츠지도자
• 건강운동관리사, 건강관리사
• AT(대한선수트레이너)
• 비만코디네이트사, 스포츠 마사지∙테이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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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대학]

의류산업학과

문의전화 : 055-249-2228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fas/

■ 졸업 후 진로의류산업학도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인재 양성
• 어패럴 기획 분야 : 패션・아동복・내의・한복・텍스타일・패션잡화 

디자이너
• 어패럴 상품 분야 : 패터너, 모델리스트, 린스펙터, 생산매니저, 패션

컨버터
• 어패럴 비즈니스 분야 : 패션바이어, 리테일머천다이저, 샵매니저, 

트랜드기획담당자, 브랜드경영컨설던트, 패션에디터, 디스플레이어, 
스타일리스트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의류기반 융합 전문인 양성, 문제 해결형 
의류전문인 양성, 지역 의류전문인 양성

• 교육과정 : 어패럴 기획분야, 어패럴 융합상품분야, 어패럴 
비즈니스 분야

• 비교과 교육과정 : 캐릭터아동복(캐릭토리)전문가트랙, 
이너웨어디자인(라쉬반)전문 인력양성트랙, LA패션빌리지 
전문가트랙, 샵마스터 전문가트랙

■ 학과 관련 자격증
• 어패럴 기획 분야 : 양장기능사, 한복산업기사, 양복산업기사, 편물

산업기능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 어패럴 상품 분야 : 의류기술사, 의류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컴퓨터

그래픽운영기사, GTQ, GTQi, 테크니컬디자인
• 어패럴 비즈니스 분야 : 샵마스터, VMD, 패션스타일리스트

[건강과학대학]

간호학과
문의전화 : 055-249-2276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nursing/

인성과 간호역량을 갖춘 미래지향적 창의융합 
인재 양성

■ 졸업 후 진로

• 임상분야 : 대학병원, 종합병원 임상간호사
• 공무원분야 : 보건소, 보건진료소, 국립정신보건센터 등 

보건 의료직 공무원
• 산업장분야 : 산업장, 의무실 등 산업체 간호사
• 간호장교
• 기타 : 국제보건의료인, 국제간호사, 제약회사, 조산원, 

노인요양시설 등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 
간호실무능력과 글로컬 역량을 갖춘 전문간호인재 양성

• 교육과정 : 졸업 이수학점 132학점(인체의 구조와 기능, 
일반생물학, 병리학, 기본간호학, 임상약리학,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여성건강간호학, 정신간호학,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 노인간호학 등)

• 비교과 교육과정 : 나이팅게일선서식, 학술제, 
국가고시프로그램, 핵심간호술프로그램 등

• 하와이 해외연수 : 하와이 병원 탐방 및 어학 연수

■ 학과 관련 자격증

• 간호사면허증
• 기본심폐소생술(BLS, basic life support)
• 전문심장소생술(ACLS,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건강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
문의전화 : 055-249-2830/2727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the/

전문적인 물리치료사를 양성하는 학과 ■ 졸업 후 진로

• 해외물리치료사
• 산업체 기관 대기업
• 스포츠기관 구단 의무실
• 의료기관(대학병원/종합병원/재활병원 등)
• 보건직 공무원

■ 학과소개

• 소수정예의 전문적, 체계적인 임상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훌륭한 물리치료사를 양성

• 해외연수, 해부학 실습, 봉사활동(국내/국외) 등의 
학생활동

• 국제적 역량 갖춘 물리치료전문가 양성 ■ 학과 관련 자격증
• 물리치료사(보건복지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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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신설>

문의전화 : 055-249-xxxx

홈페이지 : 준비중

전문지식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세계적 역량을 
갖춘 직업치료사 양성

■ 졸업 후 진로

•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작업치료사
• 재활전문병원, 요양병원, 치매병원, 보건소
• 장인복지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특수어린이집
• 발달장애치료연구소, 특수학교교사
• 보조공학전문가 및 장애인직업관련 전문가로서 컨설팅 사업

■ 학과소개

• 장애를 가진 사람(신체적 손상, 인지장애, 정신사회적 
기능이상, 발달장애 등)을 치료적인 활동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사회생활 참여를 돕는 보건의료 
전문분야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직업으로 선정할 정도로 전망이 밝음

•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이 지역사화와 재활의료 중심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작업치료사 수요가 증가함

■ 학과 관련 자격증

• 작업치료사면허증
• 병원코디네이터, 보조공학사
• 인지활동지도사, 뇌교육사
• 운동처방사, 카이로프락틱사 등

[건강과학대학]

외식프랜차이즈학과
문의전화 : 055-249-2588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fobu/

경영역량과 조리실력을 갖춘 글로벌쉐프와 
매니저, 프랜차이즈 CEO 양성

■ 졸업 후 진로

• 특급호텔 및 외식업체 조리사
• 특급호텔 조리 및 식음료, 마케팅 부서
• 외식기업 및 외식프랜차이즈 메뉴개발, 식음료유통 및 매

장관리, 마케팅 부서
• 프랜차이즈 및 외식산업 관련 정부기관 및 산업체, 연구소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올바른 인성과 폭넓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전문가 양성
  - 조리와 경영의 창의적 융합능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가 양성
  - 외국어 능력을 가진 외식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전문인 육성
• 교육과정
  - 셰프(조리사) 실무, 프랜차이즈 운영, 외식업체 창업, 

조리실력∙경영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과과정 개설

■ 학과 관련 자격증

•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 제과제빵기능사
• 프랜차이즈경영사
• 외식경영관리사
• 식음료관리사



64_ 경남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사범대학
College of Education



경남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모집요강 _65

[사범대학]

교육학과
문의전화 : 055-249-2306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edu/

학습자의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특성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학습지도능력을 갖춘 
바람직한 교육 실천가 양성

■ 졸업 후 진로

• 중등교사 및 각종 교육기관
• 언론기관의 교육문화부
• 기업 HR(인적자원관리부서)
• 법무부 교정관 및 사회복지회 교육담당관
• 기타 사교육기관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현장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교육자 양성
  - 학교 이외의 다양한 교육현장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전문가 양성
  - 지역사회의 건전한 교육문화 형성을 주도하는 실천적인 

교육자 양성

■ 학과 관련 자격증

• 평생교육사 자격증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문의전화 : 055-249-2317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chi/

유아교육의 전문적 지식 및 인격과 
사명감을 갖춘 교사 양성

■ 졸업 후 진로

• 공립・사립 유치원교사
• 어린이집 교사
• 원장 등 유아교육기관 관리자
• 장학사 등 교육행정직
• 유아교육 및 관련학과 교수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유능한 교사 양성
  - 교사로서의 인격과 사명감을 갖춘 미래를 전망하는 

교사 양성
  - 지역사회의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실천적인 교사 양성

 • 교육과정
  - 체계적인 이론과 경험중심의 전공교과 운영 및 

유아교육현장 연계를 통한 유아교사로서의 교직역량 
함양에 중점

■ 학과 관련 자격증

• 유치원 정교사(2급)
• 보육교사 2급
• 아동상담사 3급 자격증, 동화구연지도자
• 유아숲생태 지도사 Ⅲ급
• 우쿨렐레 전문 지도사 Ⅱ급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문의전화 : 055-249-2324

홈페이지 : http://www.kyungnam.ac.kr/kor/

무한 능력, 무한 열정 국어교육 인재 양성 ■ 졸업 후 진로

• 국어교사, 교육공무원, 한국어교사
• 교육기업
• 교수, 교육연구원
• 대학원 진학(교과교육전공, 한국어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 일반기업, 광고·방송·언론, 출판기업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국어 교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교수 능력을 갖춘 

전문적 교사 양성
  -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자질을 갖춘 인간적 교사 양성
  - 국어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실천하는 교사 양성

■ 임용 합격을 위한 지원

• 임용대비 단계별 전략 프로그램 운영
• 전공 영역별 교수의 맞춤형 전공심화 특강
• 임용 합격 선배 특강으로 고득점 전략 전수
• 수업실기 채점위원 특강, 수업지도안 작성법 특강, 

모의수업/면접
• 현직 동문 교사와 학과 교수들의 맞춤형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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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영어교육과
문의전화 : 055-249-2331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enged/

유창한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유능한 교사의 양성 ■ 졸업 후 진로

• 중등교사, 각종 교육기관
• 공무원(교육, 경찰 등)
• 공기업, 일반기업■ 학과소개

• 유창한 의사소통능력과 전문적인 영어교육능력을 갖춘 
유능한 교사의 양성

• 개방적인 사고와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갖춘 인간적인 
교사의 양성

• 영미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문화적 주체성을 갖춘 
교사의 양성

■ 임용 특별 프로그램

• 졸업 선배 임용합격자 특강 실시
• Study Group 조직 활성화
• 임용전공특강 실시
• 외부 초청 전공특강 실시
• 2차 수업 실연 대비 및 교직적성심층면접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문의전화 : 055-249-2338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japan/

실용적인 인어 구사능력과 체계적인 일어 지도 
능력을 갖춘 유능한 교사 양성

■ 졸업 후 진로

• 일본어교사
• 교육공무원
• 무역회사 취업
• 호텔, 리조트 등의 취업
• 일본 현지 취업

■ 학과소개

• 일본어교사를 향한 가장 올바른 교육지도
• 교수별 임용전공특강 실시
• 교환학생 프로그램
• 언어문화연수 프로그램
• 임용 및 취업 투 트랙 프로그램 
• 전공기초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 학년별 맞춤 임용지도 시스템 운영

■ 학과 관련 자격증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JLPT, JPT, BJT
• 관광통역안내사
• ITT 통번역자격증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기술・가정> 연계복수전공
문의전화 : 055-249-2345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home/

전문지식과 조화로운 인성을 갖춘 가정교육 
전문가 양성

■ 졸업 후 진로

• 국공립 및 사립 중등 가정교사
• 국공립 및 사립 중등 기술교사
• 건강가정사
• 가정복지사
• 영양사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가정교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에 기초한 인간교육을 중시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적 실천 능력을 갖춘 
가정과교사 양성

 • 교육과정 : 의・식・주, 가족・아동학, 교과교육 분야
 • 기술・가정 연계복수전공 이수를 통해 기술・가정 교원자

격증 취득 후 기술교사 임용 응시 가능

■ 학과 관련 자격증

• 중등학교 정교사(2급)(가정과)
• 중등학교 정교사(2급)(기술・가정과)
• 건강가정사 자격
• 가정복지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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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수학교육과
문의전화 : 055-249-2356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medu/

수학전반에 대한 이론과 지식, 교수학습 능력을 
갖춘 수학교사 양성

■ 졸업 후 진로

• 중 고등학교 수학교사
• 공무원(일반 행정직, 경찰공무원, 교육 공무원)
• 금융권 및 데이터 과학자■ 학과소개

• 교육목표
  - 수학과 수학교육 방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교사 양성
  - 교육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갖춘 교사 

양성
  - 지역사회의 교육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교육적 

실천력을 갖춘 교사양성

■ 학과 관련 자격증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문의전화 : 055-249-2379, 2374

학과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aedu/

1972년 경남 최초로 개설된 미술 관련 학과, 
매년 다수의 임용고사 합격생 배출

■ 졸업 후 진로

• 중・고등학교 미술교사
• 미술관련 학예사 및 큐레이터
• 미술품 복원가, 문화유산보존가, 소장품관리사
• 미술심리치료상담사, 아동미술심리상담사
• 문화예술교육사, 미디어 관련 미술감독 및 디자인
• 미술학원 교육인, 전업 작가 등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미술 및 미술교육 관련 분야에서 창의적 
활동을 주도하는 전문인 양성

• 교육과정 : 전공(이론), 전공(실기), 교육학(교직)

■ 학과 관련 자격증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문화재수리기능사
•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문의전화 : 055-249-2341, 2382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mudu/

충분한 자질의 음악교육자와 경남의 문화를 이끌 
전문음악인 양성

■ 졸업 후 진로

• 중등교사, 초·중·고교 음악특기 적성교사
• 연주가(합창단원, 교향악단원, 개인창작종사자)
• 음악평론가, 방송음악가
• 교습소 및 학원 설립운영
• 예술 경영, 예술 기획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음악교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교육자 양성
   - 교사로서의 자질과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교육자 양성
   - 지역사회의 음악문화를 주도하는 예술가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춘 음악인 양성
•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기 및 이론 관련 교과목을 

교육하고 있으며, 8학기에 걸친 전공실기, 부전공실기와 
같은 연주수업을 통하여 전문연주자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음

■ 학과 관련 자격증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문화예술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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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문의전화 : 055-249-2363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pedu/

전문적인 체육 지도능력과 운동능력을 갖춘 
유능한 교육자 양성

■ 졸업 후 진로

• 중・고등학교 교사
• 체육활동 지도자
• 체육관련기관 임직원
• 운동처방사, 특수체육지도사
• 프로・실업팀 선수, 경호원, 마케팅・에이전트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전문적인 체육지도능력 및 교양과 운동능력을 갖춘 

유능한 교육자 양성
  - 주체적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자질을 갖추고 건강한 

생활을 솔선수범 하는 교육자 양성
  - 지역사회와 세계의 체육문화 방전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실천적인 교육자 양성
• 교육과정 : 전공이론, 전공실기, 교육학(교직)

■ 학과 관련 자격증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수상인명구조원, 스포츠경영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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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College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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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경제금융학과 교직
문의전화 : 055-249-2407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economics/

이론과 실용을 겸비한 동남권 최고의 경제금융 
인재 양성

■ 졸업 후 진로

• 금융권-시중은행과 경남은행, 농협, 제2금융권
• 일반사회 교사(교직이수자)
• 기업-창원공단과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비롯한 각지의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 공무원, 공기업 포함 공공기관
• 신문사, 방송국 등 언론기관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경제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기업경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재 양성

• 교육과정 :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을 
기본으로 지역, 회계, 재정, 정치, 통계, 금융, 환경, 정책 
분야를 포함하는 각론

• 비교과 교육과정 : 경제분석경진대회

■ 학과 관련 자격증

• 은행FP(자산관리사) • 금융투자분석사
• 외환전문역 • 노무관리사
• 세무사 • AFPK 또는 CFP
• 투자자산운용사 • 사회조사분석사

[경영대학]

무역물류학과
문의전화 : 055-249-2406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trade/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무역・물류 
전문인력 양성

■ 졸업 후 진로

• 전문 무역상사(삼성물산, LG상사, 대우, 현대 등)
• 무역지원기관(KOTRA,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 물류관련업체(항만회사, 해운물류회사, 항공물류 등)
• 시중은행(경남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 무역관련기관(항만, 세관, 수출입은행 등)
• 기타(관세사, 공기업, 외국계회사 등)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전문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 교육과정 : 물류전문가과정, FTA/원산지관리전문가과정, 

수출입실무전문가과정, 글로벌비즈니스전문가과정
• 비교과교육과정 : 해외비즈니스체험단, 글로벌마케터 

육성사업, 항만・세관 현장탐방, 무역자격증 취득반
■ 학과 관련 자격증

• 관세사, 원산지 관리사, 보세사
• 국제무역사 (1급, 2급), 무역영어 (1급, 2급)
•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 외환관리사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직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문의전화 : 055-249-2567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bus/

■ 졸업 후 진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전문 경영인/지역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지역밀착형 전문 인재 양성

• 회계사, 증권분석가, 세무사
• 중등교사, 각종 교육기관
• 회사 내 마케팅 부서
• 기업, 공무원■ 학과소개

• 교육목표 : 경영학의 기본원리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시켜,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며, 
합리적인 전문경영인을 양성한다.

• 교육과정 : 인사・조직분야, 재무・금융분야, 마케팅분야, 
생산・계량분야, 경영정보시스템분야

■ 학과 관련 자격증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변리사
• 감정평가사
• 중등학교 정교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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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관광학부
(관광항공경영학전공, 호텔컨벤션경영학전공)

문의전화 : 055-249-2444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tour_m/

■ 졸업 후 진로
미래 관광산업을 주도할 글로벌 관광 전문 인재 
양성

• 항공사 객실 승무원 및 지상직 승무원
• 호텔, 리조트, 외식업체
• 여행사 TC, TO, TG
• 크루즈 및 코레일 승무원
• MICE 산업체
• 한국관광공사, 경남컨벤션뷰러 등의 준공기업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지역관광산업을 견인할 지역 선도형 관광 인재 양성
  - 국제적 감각과 서비스마인드를 갖춘 관광 인재 양성
• 교육과정
  - 관광항공경영학 전공과정
  - 호텔컨벤션경영학 전공과정
  - 해양레저생태관광학 전공과정

■ 학과 관련 자격증

• 호텔서비스사
• 호텔관리사
• 컨벤션기획사 1, 2급
• 국외여행인솔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문의전화 : 055-249-2147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history/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 경영정보기술 인재 ■ 졸업 후 진로

• 기업경영 및 벤처창업가
• 기업관리자
• 정보관리자
• 정보시스템개발자
• 자료분석사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속한 디지털 
경영환경변화에 대처하는 경영정보학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의 4C역량(Creativity, 
Critical Thinking, Collaboration, Communication)을 
겸비한 주도적이고 진취적이며 혁신적인 인성을 갖춘 
「4차 산업혁명 선도: 경영정보기술 인재」

• 교육목표
   - 트랙1: 기업 및 디지털비즈니스 창의인재 육성트랙
   - 트랙2: 창업 프론티어 혁신인재 육성트랙
   - 트랙3: Digital Literacy (디지털리터러시) 인재 육성트랙
   - 트랙4: 경영정보시스템(MIS) 인재 육성트랙

■ 학과 관련 자격증

• 데이터분석전문가 • 정보처리기사
• ERP 정보관리사 • 정보보호전문가
• 전산회계 • 사회조사분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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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학
College of Law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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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학]

법학과 교직
문의전화 : 055-249-2516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law/

법적 사고와 윤리의식을 갖춘 건전한 사회인을 
양성

■ 졸업 후 진로

• 법조계 :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인
• 공직 : 법원・검찰직 공무원, 국가・지방직 공무원, 경찰관, 

교정직 공무원 등
• 기업 : 총무・인사, 채권관리, 법무팀 담당자, 은행, 공기업 

등 각종 기업체 직원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전공지식・실무에 관한 이해를 갖춘 전문 인재 양성
  - 지역사회 발전을 창도하는 공직자 양성
  -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 직업인 양성
• 교육과정
  - 공무원/민사실무/형사실무/기업법무 트랙

■ 학과 관련 자격증

• 변호사/법무사
• 행정사
• 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직
문의전화 : 055-249-2519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pa/

봉사정신과 도덕성을 갖춘 지역살리미 전문 
인력양성

■ 졸업 후 진로

• 일반관리직
  - 정부, 민간기업, 금융보험, 언론기관 등 각종 단체
• 행정전문직
  - 대학원 진학 및 공공기관, 연구소 등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획 및 문제 

분석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
  - 합리적 문제해결과 효율적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실천적 

전문가 양성
• 교육과정
  - 행정학개론, 사회과학방법론, 지방자치의이해, 

행정조직론, 지방재정론 등으로 구성

■ 학과 관련 자격증

• 사회조사분석사
• 공인행정관리사
• 정책분석평가사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법정대학]

경찰학과
문의전화 : 055-249-2904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cop/

학문적 소양과 윤리 의식을 갖춘 치안 활동 인재 
양성

■ 졸업 후 진로

• 범죄 분석사
• 청소년 비행 전문가 및 상담사
• 경찰간부 또는 경찰 공무원
• 민간경비업체 또는 경호업체
• 교정 또는 보호관찰 공무원

■ 학과소개

•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찰 
및 형사사법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 경찰학, 형사법학, 범죄학, 산업보안, 무도 및 체포술, 
교정학 등 각각의 전공에 대한 기초지식과 이론

■ 학과 관련 자격증

• 무도 단증
• 경비지도사
• 사회조사분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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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직
문의전화 : 055-249-2532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pol/

국내외 정치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적 안목과 
지식을 갖출 글로컬 리더십 배양

■ 졸업 후 진로

• 중등교사, 각종 교육기관
• 국회, 지방의회, 지자체, 정당, 공무원
• 언론사(신문, 방송), 시민단체, 출판사
• 여론조사기관, 정치컨설턴트
• (공)기업, 금융 등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글로컬 리더십 함양
  -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문가 양성
  -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취업능력 개발
• 교육과정
  - 한국정치, 국제정치, 정치과정, 비교정치, 지역정치(area 

study), 정치·경제 등으로 구성

■ 학과 관련 자격증

• 사회조사 분석사
• 선거관리사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법정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문의전화 : 055-249-2545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comm/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도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갖춘 인재 양성

■ 졸업 후 진로

• 방송국 PD, 아나운서
• 기자, 리포터
• 마케터, 광고홍보
• 신문사, 사진사
• 방송진흥재단 교육원, 시청자 미디어센터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진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양성
• 교육과정
  - 신문, 방송의 언론분야를 비롯하여 홍보, 광고, 

정보산업부문, 기업체의 광고・홍보분야, 영상, 사진, 
콘텐츠 기획 등의 전문 교육

■ 학과 관련 자격증

• GTQ
• 사진기능사
• ACA
• 텔레마케팅 관리사

[법정대학]

경호보안학과
문의전화 : 055-249-2529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sec/

융합형 경호보안전문가 양성의 메카 ■ 졸업 후 진로

•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법원보안관리대
• 항공・항만보안요원, 경호전문기업, 경찰, 청원경찰
• 산업보안요원, 시설보안요원
• 군장교, 민간조사(탐정), 국회경위, 철도특별사법 경찰대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글로벌 시대의 복합적 시큐리티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융합보안 전문가 양성
  - 포괄적 시큐리티 전문성 함양을 토대로 국가와 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전인적 인재 양성
  - 경호・보안의 학문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
• 교육과정
  - 공공・민간경호전문가, 공공・민간・융합보안・탐정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 모듈기반 전공교육과정 운영 : 공경호, 탐정, 청원경찰, 

보안검색, 경비지도사

■ 학과 관련 자격증

• 경비지도사(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 신변보호사, 비서자격증
• 무도단증, 생활스포츠지도사
• 인명구조요원, 수상안전법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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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학]

군사학과 부・울・경 유일의 육군본부 협약대학
문의전화 : 055-249-2544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mil/

지략・덕성・용기를 겸비한 정예 육군장교 및 
군사전문가 양성

■ 졸업 후 진로

• 군사학과전형 입학자는 육군 장교 임관
• 육・해・공군, 해병대 장교
• 의무복무 연한 종료 후

   - 군무원
   - 국방부예하 공무원
   - 군사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소
   - 방산업체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국가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유능한 장교 육성
  - 국방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군사전문가 육성
  - 호국의 기상을 견지하고 군사에 정통한 국방인재 양성
• 교육과정
  - 무기체계, 군사영어, 손자병법, 전쟁사, 군사전략, 

국가안보론, 국방로봇, 지휘통솔, C4I, 지휘참모학, 
국방경제, 병영체험 등

■ 학과 관련 자격증

• 특급전사
• 드론 조종사
• 유격/공수훈련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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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College of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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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교직

• 기계로봇설계공학/기계시스템공학/방산기계공학전공
• 스마트기계융합공학전공 <신설>

문의전화 : 055-249-2607, 2625, 2626, 2838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me/

■ 졸업 후 진로

지식기반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기계공학 인재 
양성

• 자동차・조선・항공산업 및 국가기관 첨단산업
• 중공업・플랜트 관련 산업
• 로봇 및 메카트로닉스 산업
• 첨단 스마트 시스템 산업
• 방위산업 
• 국가 및 기업연구기관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기계공학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갖춘 전문 기술 인재 양성

• 교육과정
  - ’설계, 제작, 융합‘ 주제 경험기반 교육과정 구성
  - 기계시스템, 로봇, 방위산업, 스마트제조 특성화
• 기업맞춤형트랙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 트랙 등) 운영
• 비교과 교육과정 : 자격증 교육, 설계/해석 심화 교육 등 

무상 제공

■ 학과 관련 자격증

• 기계제작 분야 :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등
• 기계장비설비 및 설치 분야 : 건설기계설비 기사 등
• 생산관리 분야 : 품질경영기사 등
• 그 외 자동차, 조선, 항공, 철도 관련 자격증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교직
문의전화 : 055-249-2839, 2837, 2637
홈페이지 : http://www.kyungnam.ac.kr/eltr/

창의적, 역동적, 능동적인 21세기형 인재 양성 ■ 졸업 후 진로

• 한국전력공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효성중공업, 
두산중공업, STX, LG전자, 전기연구원, 전기안전공사, 
한국통신, 로봇, 컴퓨터, 자동차, 조선 및 항공기 관련 
산업체, 이동통신사, 방송국, 중등학교 교사 및 기술직 
공무원, 대학원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정치와 경제, 문화, IT 등 다양한 환경분야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동적 사고와 창의성을 겸비한 
인력양성

• 학과 참여 사업
  -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지원사업(챌린저 사업), 

청년 TLO, IPP 일학습병행, LINC+ 사업

■ 학과 관련 자격증

• 전기기사자격증
• 산업기사자격증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문의전화 : 055-249-2638, 2836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eltn/

전자공학 기술인으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갖춘 
인재 양성

■ 졸업 후 진로

• 전자, 반도체 및 정보통신 관련 산업체
• 전자 관련 분야의 대기업・중견・중소기업
• 자동차, 선박, 항공기 산업부문 기업체
• 공공기업, 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 방송사, 통신사업부문, 기술직 공무원
• 전자 관련 연구소 및 교육계 교사·교수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기초과학과 전공지식에 충실한 전자공학기술인
  - 현장 적응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전자공학기술인
  - 윤리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지닌 전자공학기술인
  - 의사소통능력과 교양을 갖춘 전자공학 기술인 양성
• 교육과정 : 5가지 모듈로 구성
  - 임베디드시스템설계, 신호처리및인공지능설계, 

통신시스템설계, 전자회로설계, 반도체및센서소자

■ 학과 관련 자격증

• 전자기사 • 전자산업기사
• 무선설비기사 • 방송통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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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문의전화 : 055-249-2165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nano/

첨단소재공학인재 배출의 요람 ■ 졸업 후 진로

• 첨단 소재 가공 및 공정 개발
• 분석 관련 직무
• 재료 개발 및 공정 개발
• 평가 분야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 첨단 금속・세라믹 제조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수학, 기초과학과 전공지식에 충실한 전문 

나노신소재공학기술인 양성
  - 현장 적응능력과 문제해결의 창의적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 나노신소재공학기술인 양성
• 교육과정 : 3가지 모듈로 구성
  - 금속재료전문가
  - 세라믹재료전문가
  - 나노분석기술

■ 학과 관련 자격증

• 금속재료(산업)기사
• 용접산업기사
• 화공기사
• 전자현미경전문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교직

(컴퓨터공학전공, 소프트웨어학전공, 컴퓨터보안전공)

문의전화 : 055-249-2274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ce/

■ 졸업 후 진로
미래 첨단 ICT, 컴퓨터기술을 선도하고 고도의 
창의성을 가진 ICT 융복합 인재 양성

• 대기업 정보시스템실,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 회사
• IBM, HP, EMC, Oracle 등 컴퓨터 관련 글로벌 회사
• 안랩,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등 컴퓨터보안 회사

 •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네오위즈 등 컴퓨터게임 회사
• 4차 산업혁명 (AI, Big data)관련 SW개발 기업
• 중등학교 교사

■ 학과소개

• 산업계 관점 소프트웨어 분야 최우수대학으로 선정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회 주관, 2017년)

•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전공진로맵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기반 국제적 교수진과 산업체 출신 교수진
• 컴퓨터관련 기업체 장/단기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 연계
• 소프트웨어개발실과 컴퓨터보안실습실 24시간 운영

■ 학과 관련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 정보보안기사, 정보보호전문가(SIS) 1급,2급
• 리눅스마스터 1급, 2급
• 게임/모바일 프로그래밍 전문가
•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격증 (OCA, OCP, SQL개발자)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문의전화 : 055-249-2943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ice/

■ 졸업 후 진로
제4차 산업혁명 기술에 정통하라 • 유・무선 정보통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체

• 삼성, LG, SK 등 통신/전자부품 관련 대기업
• 통신 전자부품 H/W 및 S/W 관련 분야의 중견 및 중소기업
• 방송사 유・무선 통신사업부분 기술직
• 긱종 통신, 전자부품 관련 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 연구소: 전자통신연구원(ETRI), 전자부품연구원(KETI), 
전기연구원(KERI), 국방과학연구소(ADD)

• 기술직 공무원/군무원, 공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및 창업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문인력 양성
  - 창의적인 공학문제 해결 능력 배양
  - 지역산업 발전선도 및 국제화능력 배양
• 교육과정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실무형 인재 양성(6개 

모듈)
  - 정보통신실무, 모바일통신시스템, 임베디드통신시스템, 

스마트공장-통신, 딥러닝 기반 신호처리, NCS기반 
전자기기 하드웨어 개발

■ 학과 관련 자격증
• 정보통신기사 • PMP(국제공인프로젝트관리전문가)
• 정보처리기사 • CISSP(국제공인정보보호전문가)
• 정보보안기사 • CPPG(개인정보관리사)
• 정보통신감리 • CISA(국제공인 정보시스템 감사사)
• PM실무 • DAP(데이터아키텍쳐전문가)
• ISE(산업보안관리사) • CISM(국제공인 정보보안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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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건축공학전공)

문의전화 : 055-249-2682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arc/

■ 졸업 후 진로
분석력, 종합력, 판단력을 갖춘 건축전문가 양성

• 건축설계회사, 인테리어 전문회사, 안전진단연구소
• 종합건설회사, 감리전문회사, 엔지니어링회사
• 토지주택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각종 공기업
• 구조설계사무소, 구조 및 시공 기술사 사무소,
• 도시건축공간연구소, 건축직 공무원
• 백화점, 방송국, 디스플레이 전문직

■ 학과소개

• 경남지역 사립대 유일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
• 5년제 건축학, 4년제 건축공학 전공 운영
• 산업계관점 최우수 대학 선정(건축공학, 2017년)
• 디지털건축(BIM), 리노베이션 등 기술・디자인 융합
•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기반한 국제적 교수진
• VR 활용한 가상현실 체험 건축기술 교육프로그램
• 3D 프린터, 레이저커터기 확보한 최신 모형제작실
• 1:1 상담과 개인기록관리를 통한 학생성과관리 체계

■ 학과 관련 자격증

• 건축기사 • 건축설비기사
• 실내건축기사 • 건축사
• 건축구조기술사 • 건축시공기술사

[공과대학]

토목안전공학과
문의전화 : 055-249-2664, 2665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civ/

전문지식, 현장실무, 안전에 강한 건설인 양성 ■ 졸업 후 진로

• 토목직 공무원(국가직, 지방직 7급, 9급)
• 공기업 : LH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 혁신도시법(지역인재 의무채용 30%)
• 대기업 : 안전관리자(50억 이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시공회사, 설계회사, 감리(건설현장관리감독)회사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실무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 건설인 양성
  -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양성
• 교육과정
  - 9급 토목직 공무원 교육과정
  - 공기업 취업 준비 교육과정
  - 전문건설인(토목기사) 교육과정
  - 안전관리자(건설안전기사) 교육과정

■ 학과 관련 자격증

• 토목기사
• 건설안전기사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 건설재료시험기사

[공과대학]

환경에너지공학과
문의전화 : 055-249-2244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env/

지속가능환경과 친환경에너지를 지향하는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전문가 양성

■ 졸업 후 진로

• 환경관련 공무원
• 환경관련 공공기관 연구소 및 학계
• 환경/에너지/안전관련 산업체
• 대기업 환경/에너지/안전관련 부서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환경문제와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
• 교육과정 : 전공모듈
  - 물환경전문가모듈
  - 해양환경전문가모듈 / 자연생태복원전문가모듈
  - 기후대기환경전문가모듈 / 폐기물신재생전문가모듈

■ 학과 관련 자격증

• 수질환경기사
• 해양환경기사 • 자연생태복원기사
• 대기환경기사 • 온실가스관리기사
• 에너지관리기사 • 폐기물처리관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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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소방방재공학과

문의전화 : 055-249-2656, 2271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fire/
페이스북, 유튜브 : “경남대 소방방재” 검색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소방방재공학인 양성 ■ 졸업 후 진로

• 소방직 공무원
• 방재안전직 공무원
• 소방분야 엔지니어 : 설계, 시공, 감리, 점검
• 안전분야 엔지니어 : 안전 관리
• 공기업, 민간기업, 연구소 등

■ 학과소개

• 수요자 중심의 이론교육+현장실무교육 강화
  → 취업의 폭(범위)과 질(수준) 향상
• 공무원 합격률 전국 3위권(소방직 공무원)
  - 19년: 17명 합격, 18년: 25명 합격, 17년: 11명 합격
• 전국 최고 수준의 소방방재 교육시설 및 실험실 보유
• 2018, 2019 경남대 우수학과 선정
• 공무원 준비반(소방직/방재안전직), 공기업 준비반, 자격증 

준비반 및 축구 동아리 운영

■ 학과 관련 자격증

•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위험물산업기사, 가스기사, 화공안전기술사
•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방재기사

[공과대학]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문의전화: 055-249-2700, 2463

홈페이지: https://www.kyungnam.ac.kr/ship/

4차 산업혁명 기반 조선해양산업 주도 
POR혁신인재양성

■ 졸업 후 진로

• 조선소, 협력업체, 조선해양기자재 업체
• 선박 및 해양플랜트 설계회사
• 조선해양 의장(배관, 펌프), 기장(엔진) 제조업체
• 조선해양플랜트 설계 엔지니어링 외국 회사
• 조선해양 및 기자재 연구소

■ 학과소개

• 교육목표
  - 취업률 80%, 충원율 90%, POR(Core Person in Offshore in 

the 4th Industry Revolution) 인재육성
• 교육과정
  - 생산공정 : 선박생산공정설계, 조선해양용접공학, 선박건조공학
  - 선박설계 : 선박종합설계, 설계기초실습, 역학기반 전공기초
  - 의장ICT : 선박의장설계, 선박동력추진장치, 신호처리 및 제어
  - 시스템 : 해양플랜트시스템공학, 조선정보시스템설계
• 특성화 : 경험기반교육, 정공실용영어, 산학연계트랙, 맞춤형 지도

■ 학과 관련 자격증

• 산업안전기사자격증
• 품질관리기사자격증
• 산업소음진동기사자격증
• 용접검사기사자격증(CWI)

[공과대학]

산업디자인학과
문의전화 : 055-249-2930, 2251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indesign/

창의적 창조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의 양성 ■ 졸업 후 진로

• 그래픽디자이너, 편집디자이너, 웹디자이너
• 크리에이티브디렉터, 아트디렉터, 일러스트레이터
•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3D애니메이터, 정보디자인
• 인테리어 전문업체, 건설회사 인테리어 사업부, 공무원
• 디자인컨설턴트, 세라믹디자인, 무대디자인, 조명디자인, 

가구디자인 외 다수

■ 학과소개
• 글로벌 디자인 산업을 선도하는 융합 창의형 디자이너 

육성
• 시각디자인 전공, UX디자인 전공, 실내디자인 전공, 제품 

디자인 전공, 리빙 디자인 전공, 도시환경디자인
• 학과 특성화 활동
  - 일본 시즈오카 디자인 전문 대학과 교류전(매년)
  - 일본 나고야 예대 교환학생 정기교류(1년 과정)
  - 사회맞춤형 트랙과정

■ 학과 관련 자격증

• 컴퓨터그래픽 운영기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웹디자인 
기능사

• CAD자격증, 3D MAX자격증, 실내건축 기능사
• 실내건축 산업기사, 전산응용건축 제도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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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융합대학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교양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
문의전화 : 055-249-2155

홈페이지 : https://www.kyungnam.ac.kr/sols/

내 꿈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곳 내 적성을 잘 모르겠다고? 그럼 경남대 자유전공학부지!
아직 전공을 정하지 못했다고? 그럼 경남대 자유전공학부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경남대 자유전공학부!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곳!
문과 이과 구분없이 입학할 수 있는 곳!
친절한 교수님의 맞춤형 진로 지도가 있는 곳!
기초를 확실히 다질 수 있는 탄탄한 커리큘럼이 있는 곳!
다양한 전공의 선배와 아름다운 친구와 끈끈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곳!
그리고 풍부한 장학 제도가 기다리고 있는 곳!
바로 경남대 자유전공학부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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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안내도

▣ 입학상담 대표전화 055-24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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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5176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월영동)
TEL 055-249-2000   FAX 055-243-2329
https://ipsi.kyungnam.ac.kr


